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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가이드는 100 % DWG 파일 호환성 (open dwg), 유사한 환경 및 기능은 물론 AutoCAD® 명령, 

메뉴, 스크립트, 스타일, 패턴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보장하는 4MCAD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4MCAD 프로그램은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됩니다: 

 

• 4MCAD Classic: 2D/3D CAD 완벽한 디자인. 

• 4MCAD Professional: 4MCAD 표준 + 3D 솔리드 + BIM 파일 + PDF 에서 DWG + VBA + 

VLISP 지원 + 라이브러리 관리자. 

 

이 사용자 가이드는 두 개의 4MCAD 버전을 모두 다룹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에게 먼저 설치를 진행한 다음 도면 설정 (예: 용지 크기, 축척 계수, 문자 높이 등) 

및 도면 보조 도구 (객체 스냅, 직교 모드 등)를 사용하여 새 도면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 

이 가이드는 또 한 선, 원, 호와 같은 단순한 객체와 다각형과 같은 복잡한 객체로 작업하는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스플라인 곡선. 도면에서 이동, 좌표계 작업 및 기존 도면 인쇄와 같은 기타 중요한 측면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원하는 사람을 위해 설계된 4MCAD 에 포함된 많은 기능 중 일부 AutoCAD 와 같은 

가장 진보된 CAD 응용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과 다 기능성을 갖춘 빠르고 효율적인 CAD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4MCAD 는 초보자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가이드의 목적은 가능한 가장 짧은 시간에 4MCAD 에 익숙해지는 방법에 대해 따라하기 쉬운 단계 별 

지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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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4MCAD 사용은이 설명서와 4MCAD®에서 도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포괄적 인 도움말 리소스 
모음이 포함된 통합 문서 세트의 일부입니다. 

4MCAD 및 기타 CAD 소프트웨어 정보. 이 설명서는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 따 라 4MCAD 에서 작업하는 
방식과 유사한 장으로 구성됩니다. 작업은 다음과 같은 작업 중심 장으로 나뉘어 구성됩니다. 

1. 소개:  4MCAD 의 주요 기능과 4MCAD 에 적용되는 CAD (Computer-Aided Design)의 기본 개념에 

대한 개요입니다. 

2. 시작하기:  4MCAD 설치, 4MCAD 시작 및 종료, 도구 모음 작업, 명령 선택. 

3. 도면 작업: 기존 도면을 열고 저장하고 새 도면을 시작합니다. 도면 설정을 사용하여 용지 크기, 축척 비율 
및 문자 높이를 설정합니다. 도면에서 색상 작업. 객체 스냅 및 직교 모드와 같은 그리기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그립니다. 

4. 객체 만들기: 선, 원, 호와 같은 단순한 객체와 다각형, 스플라인 커브, 평면, 와이프 아웃, 경계 해치 등과 
같은 복잡한 객체로 작업합니다. 

5. 도면보기:  도면에서 이동, 배율 변경, 다중 뷰 작성 및 도면 창의 배열 저장.  

6. 좌표 작업:  데카르트 좌표계 작업, 2 차원 및 3 차원 좌표 지정, 사용자 좌표계 정의.  

7. 4MCAD Explorer 사용: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도면 관리: 도면층, 선 종류, 문자 스타일, 좌표계, 
뷰 및 블록 제어 및 도면 간 정보 복사.  

8. 도면 정보 얻기: 4MCAD 도면의 추가 정보 작업, 면적 및 거리 계산, 기타 도면 정보 표시. 

9. 객체 수정: 객체 선택, 복사, 재 배열, 크기 조정 및 편집. 

10. 도면에 주석 달기 및 치수 지정: 문자를 사용하여 도면에 주석 달기, 치수를 사용하여 객체 측정에 주석을 
답니다. 

11. 블록, 속성 및 외부 참조 작업: 블록 및 외부 참조를 사용하여 재사용을 위해 객체와 데이터를 결합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추출할 속성 정보를 생성합니다. 

12. 도면 서식 지정 및 인쇄: 도면을 완성된 레이아웃으로 결합하고 인쇄 옵션을 사용자 정의하고 복사본을 
인쇄합니다. 

13. 3 차원 그리기: 3 차원 요소 만들기 및 편집. 은선 제거, 음영 처리 및 사실 적인 렌더링을 사용하여 시각화 
합니다. 

14. 다른 프로그램 작업: 다른 사용자, 문서 및 프로그램과 도면 및 데이터 공유. 

15. 4MCAD 사용자 지정: 17 장 프로그램의 모양과 작동을 필요에 맞게 사용자 지정합니다.  

AutoCAD 호환성 이해: 부록 4MCAD 와 AutoCAD 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4MCAD®, 기능 및 다양한 유형의 도면 작성을 위한 포괄적 인 기능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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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CAD 및 기타 CAD 소프트웨어 정보 

4MCAD 는 저렴한 가격으로 AutoCAD® by Autodesk®, Inc. 또는 MicroStation® by Bentley Systems, 

Inc.와 같은 표준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과 기능을 갖춘 빠르 고 효율적인 CAD 프로그램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늘 날의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4MCAD 는 Microsoft® Windows® 인터페이스를 

강력한 CAD 엔진과 통합합니다. 

4MCAD 는 도면 (.dwg 파일), 명령, 선 종류, 해치 패턴 및 문자 스타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동일한 파일 

형식을 사용하여 AutoCAD 와의 탁월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AutoCAD 메뉴 파일을 사용하고 Autodesk® 

Auto LISP®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체 ADS (Autodesk® AutoCAD Development System®) 

프로그램을 작성한 경우이를 다시 컴파일하여 4MCAD 라이브러리 와 연결하면 됩니다. 많은 타사 ADS 

프로그램이 이미 4MCAD 를 지원합니다. 아직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에 

4MCAD 호 환 버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십시오. 

4MCAD 는 다른 CAD 제품보다 AutoCAD 프로그램과 더 잘 호환되며 고급 CAD 기능이 있는 추가 도구를 

제공하며 원활한 Microsoft® Windows 통합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강력한 프로그램은 건축가, 엔지니어 및 

디자이너와 같은 CAD 사용자에게 뛰어난 기능 조합을 제공합니다. 

4MCAD 는 다른 CAD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표준 기능과 함께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기능과 기능을 

통합합니다. MDI (다중 문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 면 동시에 여러 도면을 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도면 

간에 도면 요소를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4MCAD Explorer 를 사용하면 정보와 설정을 

관리하고 도면 간에 도면층, 선 종류 및 기타 정보를 빠르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utoCAD 기존 도면 사용 
4MCAD 는 초급, 중급 또는 고급 CAD 사용자에 관계없이 경험 수준에 적합한 도구를 제공합니다. CAD 를 

막 시작하는 경우 선, 호 및 원과 같은 기본 도구가 포함된 도구 모음을 제공하는 초급 수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면 중간 수준으로 이동한 다음 고급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구 모음, 메뉴 및 키보드 

항목을 통해 300 개 이상의 명령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도구 메뉴의 옵션 대화 상자에서 경험 수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MCAD 는 3 차원 와이어 프레임 및 표면을 지원합니다. 3 차원 도면은 와이어프레임, 은선 뷰 및 표면 

음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MCAD 의 일부 버전은 3D 솔리드 생성 및 편집도 지원합니다. 모든 버전은 

제한된 편집 기능과 함께 3D 솔리드를 표시합니다. 

일부 4MCAD 버전은 도면에서 레스터 이미지 표시 및 작업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4MCAD 는 블록 내부에 

있는 이미지와 외부 참조 도면 (xref)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프록시 객체가 포함된 도면이 

4MCAD 에로드되면 일부 객체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나중에 AutoCAD 에서 도면을 

열면 객체가 다시 나타납니다. 

4MCAD 를 쉽게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와 도구 막대를 수정하고, 사용자 지정 메뉴, 대화 상자, 

명령 별칭 및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DRX (프로그램의 Autodesk® ARX 호환 언어), LISP (프로그램의 

Autodesk)를 포함한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사용자 지정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Auto LISP 

호환 언어) 및 SDS ™ (프로그램의 Autodesk ADS 호환 언어 인 Solution Development System ™). 

Microsoft®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VBA)도 있습니다. 

거의 또는 전혀 수정하지 않고 4MCAD 에서 기존 Autodesk® Auto LISP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MCAD 는 Appload 명령을 사용하므로 LISP 프로그램을 쉽게 로드 할 수 있습니다. 4MCAD 는 

대화 상자 제어 언어 (DCL) 문을 포함하는 파일도 읽으므로 4MCAD 는 AutoCAD 용으로 작성된 대화 

상자와 호환됩니다. 

4MCAD 에서 AutoCAD 명령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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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CAD 는 수백 개의 AutoCAD 명령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원을 

그리려면 Circle 명령을 사용합니다. 원을 복사하려면 복사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Enter 또는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Auto-CAD 에서와 마찬가지로 명령이 활성화됩니다. 4MCAD 는 투명 

명령에 대한 점 필터 (예: xy), 상대 좌표 (@ 기호) 및 아포스트로피 (‘접두사)와 같이 AutoCAD 에서 

사용하는 특수 문자를 허용합니다. 4MCAD 기능 키도 AutoCAD 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새로운 명령 세트를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4MCAD 로 즉시 생산할 수 있습니다 

4MCAD 및 CAD 와 수동 제도 비교 
4MCAD 는 도면을 만들고 수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여줍니다. 도면을 더 빨리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면의 정보를 재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종이에 기존의 수동 제도에서 CAD 로 

전환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면 CAD 의 일부 특수 기능, 기능 및 개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합니다. 수동 제도에 익숙하다면 CAD 에서 개념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축적에 맞게 그리기  

기존의 수동 제도에서는 고정된 크기의 종이로 작업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의 

배율을 결정합니다. 종이의 범위 내에 맞추기 위해 그리는 객체를 축소하거나 확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4MCAD 에서 도면을 만들 때 모든 것을 전체 크기로 그립니다. 도면이 측정되는 단위 유형을 결정합니다. 

건물을 그리는 경우 1 개의 도면 단위는 1 인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지도를 그리는 경우 도면 단위 1 개는 1 

마일과 같을 수 있습니다. 드로잉 환경과 CAD 드로잉 파일 자체는 특정 용지의 크기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도면 단위 1 개는 1 인치와 같습니다.                         1 drawing unit equals 1 foot. 

그릴 때 이동 및 확대/축소와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의 다른 부분에서 작업하고 도면의 표시를 확대하여 

작은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은 도면에 있는 객체의 실제 크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드로잉이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에만 영향을 줍니다. 도면을 인쇄하거나 플롯 할 때만 인쇄된 도면이 특정 용지 

크기에 맞도록 배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도구 사용 

 수동 제도에서는 연필, 눈금자, T 자형, 템플릿, 지우개 등과 같은 도구를 사용합니다. 4MCAD 에서 도면을 

생성할 때 연필 대신 마우스를 사용하고 마우스를 사용하여 메뉴 또는 도구 모음에서 선택하는 명령 인 다른 

도구를 선택합니다. 

일부도구를 사용하여 선, 원 및 호와 같은 기본 객체를 작성하고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기존 객체를 

수정합니다 (예: 복사 또는 이동 또는 색상 및 선종류와 같은 특성 변경). 

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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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제도에서는 벽, 치수, 구조용 강철 부재 및 전기 평면도와 같은 요소를 별도의 반투명 오버레이로 

분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 도면을 인쇄하려는 경우 서로 다른 오버레이를 결합하여 여러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4MCAD 에서 도면을 작성할 때 도면층을 사용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요소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CAD 의 

도면층 기능은 물리적 투명성에 비해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수동으로 제도 된 도면을 인쇄하기 위해 결합할 수 있는 오버레이의 수는 인쇄 프로세스에 의해 제한됩니다. 

CAD 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4MCAD 를 사용하면 도면층을 무제한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도면층은 언제든지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도면층의 이름을 지정하고 각각 고유한 색상, 선 종류, 선 가중치 및 인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도면층을 잠가 해당 도면층의 정보가 실수로 변경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Use layers to organize drawing information. 

도면 정확성  

수동 도면을 작성할 때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일반적으로 많은 수동 계산과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조적으로, 

4MCAD 는 처음부터 정확성을 보장하는 여러가지 그리기 도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 데카르트 

좌표계를 기반으로 객체를 생성하고 수정합니다. 도면의 모든 위치에는 고유 한 x, y, z 좌표가 있습니다.  

좌표계에 대한 시각적 참조로 그리드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의 모든 위치에는 기본 데카르트 좌표계 내에서 고유 한 x, y, z 좌표가 있습니다. 점 5,2,0 은 원점 (0,0,0,0,0)에서 

오른쪽으로 (x 축을 따라) 5 단위, 위쪽으로 (y 축을 따라) 2 단위, z 축을 따라 0 단위입니다. 0 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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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 및 객체 스냅과 같은 설정을 사용하면 좌표를 지정하지 않고도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스냅 

설정은 선택한 점이 그리드 증분 또는 설정 한 다른 증분을 준수하도록 합니다. 객체 스냅을 사용하면 기존 

객체 (예: 선의 끝점 또는 원의 중심)의 정확한 기하학적 점에 스냅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정인 직교는 선이 수직 및 수평 축에 평행하게 그려지도록 제한합니다. 

 

종이 기반 도면은 CAD 를 사용할 때 가능한 높은 정확도가 부족합니다. 

선이 종종 겹치거나 인접한 선을 만나지 못합니다. 

 
스냅 및 객체 스냅은 커서가 지정된 증분을 따르거나 기존 객체의 주요 기하학적 점에 부착되도록 합니다.  

선을 수직 및 수평 축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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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그리기  

종이 기반의 수동 제도에서는 종종 다른 축척이나 다른 유리한 지점에서 동일한 객체를 여러 번 다시 그려야 

합니다. 새 시트마다 테두리와 제목 블록을 다시 그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 하나는 도면을 작성할 때 원하는 만큼 자주 개별 객체, 경계 및 제목 블록을 

재사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객체는 한 번만 그리면 됩니다.  

최종 인쇄된 도면은 몇 가지 다른 축척과 관점에서 객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형 탭의 모형 공간에서 그리기를 시작하여 종이의 최종 배치에 관계없이 도면 (평면도, 지도 

또는 3 차원 부품)을 작성합니다.  

도면을 인쇄할 준비가 되면 레이아웃 탭에서 도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도면을 용지에 표시할 도면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성한 표준 경계 및 제목 블록이 포함된 도면 파일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각 뷰에 대한 경계 및 제목 블록을 다시 그릴 필요없이 적절한 배율로 특정 부분을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여러 

도면 뷰를 정의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모형 탭의 모형 공간에서 기본 도면을 작성합니다. 

 

도면을 인쇄하거나 플롯 할 준비가 되면 레이아웃 탭에서 도면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용지에 
표시할 도면의 레이아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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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 도면 및 객체 재사용  
종이 도면을 수동으로 작성할 때 플라스틱 템플릿을 추적하여 반복적 인 기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4MCAD 에서 기호를 그린 후 다시 그릴 필없이 해당 기호를 재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호를 블록으로 

저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도면의 아무 곳에 나 해당 블록의 사본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면에서 사용하기 위해 기호를 

별도의 도면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기호를 한 번 그리고 블록으로 저장한 다음 도면의 아무 곳에 나 해당 기호의 여러 사본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도면을 재사용하고 개별 도면을 다른 도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전체도면의 사본이 아닌 다른 도면에 대한 포인터 

역할을 하는 외부 참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참조를 사용하면 추가 이점이 있습니다. 외부 참조도면을 업데이트 하면 

이를 참조하는 각 도면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변경하기 

종이 그림을 변경하려면 지우고 다시 그립니다. 4MCAD 에서는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의 객체를 수정합니다. 

객체의 축척을 이동, 회전, 신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제거하려면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객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동안 실수를 한 경우 작업을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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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다시 그리는 대신 이동, 회전, 신축 및 크기 조정과 같은 명령을 사용하여  

객체를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 및 프로그램 작업  

전통적인 종이 그림은 그림을 만든 사람과 그림을 보는 사람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만 사용됩니다. 

그림에는 제작자가 시각적으로 전달하고 보는 사람이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4MCAD 는 도면을 분석하고 추가 데이터를 첨부할 수 있는 풍부한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종이 도면에서 객체를 계산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지만 이 작업은 CAD 에서 간단합니다.  

4MCAD 는 도면의 객체 수를 계산하고 면적과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CAD 도면에는 보이는 객체 외에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인터페이스 정보를 보이는 도면 객체에 첨부하고 데이터베이스 또는 스프레드 시트에서 분석을 

위해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로 작업하려면 타사 공급 업체의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LISP 또는 SDS 에서 데이터를 내보내는 자체 수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는 VBA 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는 Microsoft® Word 및 Microsoft® Excel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것과 같은 Microsoft® 

개체의 내부 편집을 제공합니다.  

내부 편집을 통해 다른 사용자 및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Word 를 사용하여 만든 파일에 4MCAD 도면을 포함하고 Microsoft® Word 를 사용하여 만든 파일을 

4MCAD 도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고급 CAD 기능 사용 
AutoCAD 와 호환되는 것 외에도 4MCAD 는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몇 

단계 더 나아갑니다. 

4MCAD Explorer 사용  
4MCAD Explorer 에는 Windows 탐색기와 유사한 인터페이스가 있어 도면층, 블록, 선 종류, 뷰, 사용자 

좌표계 및 문자 스타일과 같은 여러 개의 열린 도면 요소를 보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문서를 동시에 편집 
4MCAD를 사용하면 여러 도면을 동시에 열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도면 간에 요소를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객체 편집  
4MCAD 를 사용하면 단일 탭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선택한 모든 객체의 속성 대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CUI 대화 상자 사용  
4MCAD 에는 리본 탭 (4MCAD 버전에서 지원하는 경우), 도구 모음, 메뉴, 키보드 바로 가기 및 명령 

별칭을 변경할 수 있는 단일 대화 상자가 있습니다. 간단한 포인트 앤 클릭 작업을 통해 프로그래밍이나 수동 

문자 편집 없이 새 항목과 키보드 단축키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제한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수행 
4MCAD 는 편집 작업의 무제한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으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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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정보 얻기 
4MCAD 문서 외에도 4MCAD 를 사용할 때 필요한 많은 지원은 화면에서 작업하는 명령에 따라 다릅니다. 

작업하면서 즉각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추가 정보 소스를 사용하십시오. 

⚫  도구 설명 — 도구 모음의 특정 도구가 수행하는 작업을 확인하려면 도구 위에 잠시 커서를 놓습니다. 

도구 설명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  상태 표시 줄 — 커서를 도구 위에 놓을 때 도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찾으려면 화면 하단의 상태 

표시 줄을 보십시오. 

⚫  온라인 도움말 — F1 키를 누르거나 도움말 메뉴에서 명령을 선택하거나 대화 상자에서 물음표를 

클릭하면 화면에서 4MCAD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움말은 DRX, LISP, 

DCL, SDS 및 DIESEL 로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프로그래밍 참조를 포함하여 이 

설명서에 없는 정보도 제공합니다. 프로그래밍 참조에서는 VSTA 및 VBA 의 프로그래밍도 

설명합니다 

샘플 도면 작업 
4MCAD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2 차원 건축 도면, 전기 회로도 및 기계 도면을 포함한 다양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샘플 파일을 보고 작업하는 것은 다양한 4MCAD 기능 사용 방법을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쉬운 방법입니다. 

샘플 파일에 액세스하려면 

⚫  파일> 열기를 선택한 다음 샘플 폴더를 엽니다. 

4MCAD 21 의 새로운 기능 

퍼포먼스 

⚫  .NET 인터페이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리팩터링 된 LISP API 

⚫  래스터 이미지 작업 시 메모리 사용량이 향상되었습니다. 

⚫  블록에 4MCAD Explorer를 사용할 때 메모리 소비 및 속도가 향상되었습니다. 

⚫  성능 향상을 위해 홍수 채우기 해치 알고리즘이 리팩터링 되었습니다. 

⚫  .pdf 파일, 중첩된 요소가 많은 블록 및 포인트 클라우드로 스냅 할 때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  이제 외부 참조 파일을 더 빠르게 열 수 있습니다. 

⚫  창으로 선택할 때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  Fall Creators 2017 Microsoft® Windows® 업데이트에서 4MCAD를 실행하기 위한 더 중요한 수정 

사항. 

⚫  .dwg 파일의 증분 저장이 지원되어 몇 가지 변경 사항 만 포함된 큰 .dwg 파일을 훨씬 빠르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확대 / 축소 및 팬 명령은 클립 된 외부 참조에 대해 3배 더 빠릅니다. 

파일 작업 
⚫  IGES 및 STEP 형식 파일을 모두 가져오고 내보냅니다. 

⚫  기본 형식의 .dgn 파일에 대한 마크 업을 지원하는 4MCAD 버전의 경우 이제 VIEWDIR 명령, 

BASE 명령 및 ORTHOMODE 시스템 변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dwg 파일에 디지털 서명을 첨부하고 첨부 된 디지털 서명의 유효성을 검사합니다. 

⚫ 기본 형식에서 .dgn 파일 작업을 지원하는 4MCAD 버전의 경우 이제 SOLID,CHPROP, HATCH, 

DIMALIGNED, FILLMODE 등의 추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본 형식에서 BIM 파일 작업을 지원하는 4MCAD 버전의 경우: 이제 계단, 난간 및 강철을 그릴 수 

있습니다 



16 C H A P T E R 

1 

 

사용자 인터페이스 
⚫  팔레트 창에 명령을 빠르게 추가할 수 있도록 빠른 CUI 명령을 사용하여 작은 버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화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  상태 표시 줄에서 커서 유형 (일반 또는 건 사이트) 및 XOR 커서 (동일한 색상의 영역을 겹칠 때 

커서 색상이 반전 됨)를 전환 할 수 있습니다. 

⚫ 옵션을 보려면 그리기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  모음에서 키워드를 클릭하여 명령을 실행할 때 옵션을 선택합니다. 결과적으로 프롬프트 상자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습니다. 이를 켜려면 도구>옵션> 디스플레이로 이동합니다. 

⚫ MCAD 를 시작하면 파일을 빠르게 열거 나 다른 일반적인 작업에서 선택할 수 있는 시작 페이지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  표시 줄에서 화면 정리 켜기 / 끄기 전환을 클릭하여 대부분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항목을 빠르게 숨기므로 모델 및 레이아웃 탭, 메뉴 표시 줄 및 상태 표시 줄 만 화면에 

표시됩니다. 다시 클릭하면 효과가 반전됩니다. 

⚫ 도구 팔레트에 블록을 추가합니다. 이는 모양에서 복잡한 블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선택하고 도면에 추가하기위한 스텐실을 만드는 것과 유사합니다. 

⚫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정의하려면 C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명령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화 (CUSTOMIZE) 명령은 이제 도구 팔레트를 그룹으로 사용자 화하고 도구 팔레트를 

가져오고 내보내는 데 사용됩니다. 

⚫ 속성 창, 도구 팔레트 창 및 탐색기 팔레트 창의 투명도를 설정합니다. 

⚫ RESET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재설정) 명령을 사용하여 리본 (리본이 있는 4MCAD 버전의 경우), 

메뉴, 도구 모음, 별칭, 키보드 바로 가기 및 두 번 클릭 동작을 원래 설정으로 재설정합니다. 

⚫ 새로운 작업 공간 저장 (WSSAVE) 명령은 작업 공간과 그 설정을 저장하기위한 바로 가기 입니다. 

⚫ 새로운 파일 탭 및 파일 탭 닫기 명령은 도면 상단에 파일 탭의 표시를 켜거나 끄는 단축키입니다. 

⚫ 다른 모든 항목 닫기 (CLOSEALLOTHER) 명령은 현재 항목을 제외한 모든 그리기 창을 닫습니다. 

⚫ 2018 버전의 .dwg 파일을 열고 저장하고 작업합니다. 

⚫ 기계 객체로드 및 보기 

⚫ BIM 파일 작업을 지원하는 4MCAD 버전의 경우 : .rvt / .rfa 파일을 언더 레이로 첨부합니다. 

이러한 파일 유형에는 건물 및 시공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며 파일이 부착되면 분해하고 

스냅하고 RVTPANE 명령을 사용하여 범주 창을 열어 가시성을 제어 할 수 있습니다. 

⚫ IFC 언더 레이를 부착하는 기존 기능 외에도 이제 ifc 파일을 건축 객체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AEC 명령을 사용하여 벽, 문, 창, 개구부, 슬래브 및 지붕을 그립니다. 

⚫ 기본 형식의 .dgn 파일에 대한 마크 업을 지원하는 4MCAD 버전의 경우 해치, 이미지, 다중선 문자 

등으로 작업하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새로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내보낸 문자를 검색 가능하게 만들기, 내보낸 이미지 및 해치에 대한 DPI 정의, 하이퍼 링크 내보내기, 

선형화와 같은 더 많은 옵션을 사용하여 .pdf 파일로 내보내기 pdf 파일 등. 새로운 파일 형식 

인 .rcp / .rcs 파일을 사용하여 포인트 클라우드를 부착 합니다. 

⚫ 도구 팔레트는 도면 창의 오른쪽에 표시되며 명령을 시작하는 또 다른 편리한 방법입니다. 

⚫ 속성 창에서 새 선택 컨트롤을 사용하여 기본 드롭 다운 목록 대신 트리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을 

봅니다. 

⚫ 속성 창은 많은 새 속성 및 항목 유형의 표시 및 편집을 지원합니다. 

객체 생성 
⚫ 기본 for-mat 에서 BIM 파일 작업을 지원하는 4MCAD 버전의 경우 이제 커튼월, 스터드, 장선, 트랙 및 

목재를 그릴 수 있습니다. 

⚫ 이제 경계 옵션을 -HATCH 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Gradient 명령은 객체에 그라디언트를 추가하기 위해 Hatch and Gradient 대화 상자를 

사용하기위한 단축키입니다. 

⚫  메쉬로 변환 및 표면으로 변환 명령을 사용하여 객체를 3 차원 메쉬 또는 표면으로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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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M3DCONVERT 및 FMEXTRUDE 명령을 사용하여 더 많은 유형의 3 차원 객체를 다른 유형의 3 차원 

객체로 변환합니다. 

⚫  새로운 Facet Modeler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3D 객체 유형을 그립니다.원뿔 (FMCONE), 실린더 

(FMCYLINDER), 피라미드 (FMPYRAMID), 구, (FMSPHERE) 및 토러스 (FMTORUS). 상자 

(FMBOX),  

⚫  새로운 구성 선 명령을 사용하여 구성 선을 그립니다.  

객체 선택 및 수정 
⚫  선택 필터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의 모든 객체를 표시하고 도면층, 색상, 객체 유형 및 선 

종류별로 객체를 필터링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필터 창을 표시합니다. 

⚫  옵션 대화 상자에서 선택 순환 탭을 클릭하여 겹치는 객체를 선택할 때 사용할 방법을 

지정합니다. 

⚫  도면에서 중복되거나 겹치는 객체를 삭제하거나 결합하려면 Overkill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의 파일 크기와 복잡성을 줄입니다. 

⚫  리본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또는 다시 실행을 선택하면 다양한 작업을 보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강화 명령을 사용하여 곡면과 메쉬를 지정된 두께의 3 차원 솔리드로 변환합니다. 

⚫  새로운 Move / Copy / Rotate 명령을 사용하여 단일 명령으로 객체를 이동, 복사, 회전 및 

배율 조정합니다. 

⚫  새로운 Facet Modeler로 그린 3D 객체 편집 : 3D 변환 

⚫  (FM3DCONVERT), 돌출 (FMEXTRUDE), 교차 (FMINTERSECT),회전 

(FMREVOLVE), 빼기 (FMSUBTRACT) 및 결합 (FMUNION). 

⚫  복사 명령을 사용할 때 객체를 배열하는 새로운 옵션이 있습니다. 

⚫  폴리선 및 끊기 선에는 스마트 편집을 위한 추가 그립 및 특성이 있습니다. 

⚫  새로운 선택 그립을 사용하면 선택한 모든 요소를 빠르게 이동, 크기 조정 및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그립은 정확한 축적이나 크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구조도 

도면에 유용 할 수 있습니다. 

문자 
⚫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글꼴을 사용하여 다중선 문자로 작업합니다. 

⚫  다중선 문자에 대한 추가 유형의 목록 만들기 

⚫  내부 다중선 문자 편집기는 이제 열을 지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새로운 표현 도구를 사용하여 문자 작업 : Arc-Aligned Text 명령을 사용하여 호를 따라 

문자를 만들고 수정합니다. 

⚫  문자 크기 조정 명령을 사용하여 문자 크기를 조정합니다. 

⚫  도형으로 문자 둘러싸 기 명령을 사용하여 문자 주위에 원, 직사각형 또는 파선을 그립니다. 

⚫  문자 대소 문자 변경 명령을 사용하여 문자의 대소 문자를 설정합니다. 

⚫  문자 양쪽 맞춤 명령을 사용하여 문자 양쪽 맞춤을 설정합니다. 

⚫  문자 맞춤 명령을 사용하여 정의 된 공간 내에 문자를 배치합니다. 

⚫  문자 회전 명령을 사용하여 문자를 회전합니다. 

인쇄 
⚫  도면을 DWF 및 DWFx로 게시합니다. 

⚫  자동 게시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도면에서 전자 파일 (.dwf / .pdf)을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  다양한 시트 크기 및 PDF 옵션 지원을 포함하여 PDF로 직접 인쇄합니다. 

⚫  많은 PDF 옵션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PDF로 게시합니다. 

⚫  래스터 이미지로 인쇄하기 위해 포함 된 새 시트 크기 중에서 선택합니다. 



18 C H A P T E R 

1 

 

APIs 
⚫  NET 래퍼는 건축 개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레지스트리를 통해 4MCAD 에서 IRX 응용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로드합니다. 

⚫  ODA Teigha 버전 4.3.2 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기계 객체 작업에 사용할 수있는 새로운 Teigha Mechanical API. 

⚫  업데이트 된 .NET API 에는 많은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규 및 변경된 시스템 변수 
⚫  AECAUTOUPDATE, AUTOMATICPUB, AUTOPUBLISHPATH, BLOCKEDITLOCK, 

CROSSHAIRMODE, OVERKILLMODE, OVERKILLTOLERANCE, 

OVERKILLTOLARCCHORD, OVERKILLTOLARCENDPOINT, REFPATHTYPE, 

SELECTIONCYCLING, SJTABTINDEX, TASKBAR, WOODTABINDEX, and XREFNOTIFY. 

⚫  HPPREVIEW renamed to HPQUICKPREVIEW. 

⚫  TOOLPALETTESSTATE renamed to TPSTATE. 

⚫  WSUPDATEALL new valid range 0 to 2. 

객체 보기 
⚫  새로운 List Viewport Scale 명령을 사용하여 Layout 탭에서 선택한 뷰포트의 배율을 얻습니다. 

⚫  새로운 뷰포트 동기화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모든 뷰포트를 동기화하여 선택한 마스터 뷰포트의 확대 / 

축소 비율을 사용합니다. 

⚫  다음과 같은 새로운 명령을 사용하여 3 차원 객체의 모서리 표시를 변경합니다. 

⚫  Edge 명령은 3D면에서 선택한 모서리의 가시성을 제어합니다. 

⚫  가장자리 표시 명령은 선택한 3D면, 메쉬 및 폴리면 메쉬의 모든 가장자리를 표시합니다. 

⚫  가장자리 숨기기 명령은 선택한 3D면, 메쉬 및 폴리면 메쉬의 모든 가장자리를 숨 깁니다. 

⚫  새로운 카메라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에 대한 뷰 설정을 만들고 수정합니다. 

블록 
⚫  새로운 블록 편집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만들고 편집합니다. 이 편집기를 사용하면 도면 영역에서 직접 

블록을 그 자리에 그리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블록을 외부 참조로 변환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블록의 각 항목을 외부 참조로 변환합니다. 

⚫  새로운 외부 참조 / 블록 특성 정보 나열 명령을 사용하여 외부 참조 또는 블록에 대한 특성 정보를 

나열합니다. 

• 새로운 중첩 요소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블록, 외부 참조 및 내부 도면층에 중첩된 요소의 복제본을 

그립니다. 

더 많은 기능 
⚫ 시스템 변수 관리자는 모든 시스템 변수와 그 값을 표시합니다. 시스템 변수를 변경하고 반응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다중선 문자 목록에 대해 더 많은 서식 스타일 중에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을 입력하면 괄호로 번호가 

매겨진 목록이 시작됩니다. 

⚫ 메모장 명령을 사용하여 표준 Microsoft® Windows® 메모장 응용 프로그램을 엽니다. 

치수 
⚫  새로운 치수 문자 재설정 명령을 사용하여 치수 문자에 대한 재 지정을 제거하고 치수를 원래 

값으로 되돌립니다. 

⚫  새로운 치수 재 연결 명령을 사용하여 치수 문자와 객체의 해당 위치점 간의 연결을 

재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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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기 
이 섹션에서는 설치 방법을 설명하고 사용 방법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여 4MCAD 

소프트웨어 사용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Windows 기반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 지식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Windows 용어 및 기술에 대한 정보는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된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시스템 요구 사항 
4MCAD 를 설치하고 실행하려면 다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Microsoft® Windows 10, Windows 8 (32 비트 및 64 비트 포함) 

⚫  32 비트 운영 체제의 경우 32 비트 버전의 4MCAD 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  64 비트 운영 체제의 경우 64 비트 버전의 4MCAD 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64 비트 버전의 

4MCAD 는 약간 더 빠르게 실행되지만 사용 가능한 모든 시스템 메모리를 사용하여 큰 도면 파일을 

처리 할 수 있습니다. 4MCAD 32 비트는 32 비트 운영 체제에서 최대 3GB RAM, 64 비트 운영 

체제에서 최대 4GB RAM 에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  Intel® Pentium® 4 또는 동급의 더 빠른 프로세서 권장 

⚫  32 비트의 경우 최소 1GB 의 RAM 및 64 비트 Windows 10, Windows8 및 Windows 7 의 경우 최소 

2GB 의 RAM Windows Vist 의 경우 최소 1GB 의 RAM 

⚫  일반 설치에 권장되는 700MB 의 하드 디스크 여유 공간 

⚫  1024 x 768 VGA 이상의 해상도, 비디오 어댑터 및 모니터 

⚫  OpenGL 버전 1.4 이상과 호환되는 그래픽 카드 

⚫  키보드 및 마우스 또는 기타 포인팅 장치 

⚫  설치용 CD-ROM 또는 DVD 드라이브 (CD 또는 DVD 에서 설치하는 경우) 

4MCAD 설치 및 활성화 / 비활성화 
설치 프로그램이 4MCAD 설치 과정을 안내합니다. 프로그램은 하드 디스크에 생성된 폴더로 파일을 

전송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시작 메뉴에 메뉴 항목을 만듭니다. 

4MCAD CD 를 CD-ROM 드라이브에 삽입하면 설치가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설치가 시작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에 따라 4MCAD 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 디스크에서 4MCAD 를 설치하려면 

1.  4MCAD 컴팩트 디스크를 CD-ROM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자동 실행 기능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  시작> 실행을 선택하고 열기 필드에 d:\setup 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d 는 CD-ROM 드라이브에 할당된 문자입니다.  

확인을 클릭하십시오. 

3.  화면의 지시를 따릅니다. 

4MCAD 를 활성화하려면 

1. 시작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4MCAD 바로 가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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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면에 나타나는 "설치 매개 변수"라는 제목의 창에서 사용자 이름, 회사 및 일련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후 "활성화"를 누르십시오. 

 

3. "활성화"라는 제목의 창에서 사용 가능한 네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프트웨어를 활성화합니다 

⚫  온라인 :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제공하고 (4 단계 참조) 인터넷을 통해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수행됩니다 (활성 인터넷 연결 필요). 

⚫  인터넷 웹 페이지 :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 사용자가 4M 등록-활성화 웹 페이지 

(http://doc.texnikoi.gr/4MCAD/Register/Registration.aspx)로 이동합니다. 

⚫  이메일 : 사용자는 문자 파일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 (4 단계 참조)를 제공합니다. 이 파일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통해 보내야합니다. 

⚫  registrations@4m.gr. 활성화는 근무 시간 (10:00 – 19:00 LT)에 4M 직원이 완료하고 사용자는 

이메일을 통해 활성화 코드를받습니다. 

⚫  팩스 : 사용자가 문자 파일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 (4 단계 참조)를 제공합니다. 이 파일을 인쇄하여 4M 

(+30 210 6848237)로 팩스로 보내야합니다. 활성화는 근무 시간 (10:00 – 19:00 LT)에 4M 직원이 

완료하고 사용자는 이메일을 통해 활성화 코드를받습니다 

4. "다음"을 누르십시오.  

  

http://doc.texnikoi.gr/4MCAD/Register/Registration.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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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라인 방식: 인터넷을 통한 사용자 개입없이 정품 인증 과정이 완료됩니다.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사용자는 이메일 (4 단계에서 제공 한 주소로)을  

통해 확인을 받습니다. 

6. 인터넷 웹 페이지 방법 :이 마지막 단계에서 생성 된 요청 코드가 표시되는  

화면에 창이 나타납니다. 

  
(http://doc.texnikoi.gr/4MCAD/Register/Registration.aspx)로 이동합니다. 

활성화 프로세스를 완료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해야합니다 

⚫  국가 및 일련 번호를 입력하십시오.  

⚫  개인 정보를 입력하십시오. “Next”를 누르십시오 (그림 5). 

http://doc.texnikoi.gr/4MCAD/Register/Registration.aspx)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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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코드를 웹 페이지의 해당 상자에 복사하여 붙여 넣으십시오. 

 
Fig. 6 

 

해당 응답 코드가 생성되어 웹 페이지에 표시됩니다. 이 코드는 창의 해당 상자에 삽입해야 합니다 

 

이메일 / 팩스 방법 : 등록 매개 변수와 함께 문자 파일을 저장하라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표시됩니다. 파일을 저장할 하드 드라이브의 적절한 위치를 선택하십시오. 

이 파일은 registrations@4m.gr (이메일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 보내거나 인쇄하여 +30 210 

6848237 (팩스 방법을 선택한 경우)로 팩스로 보내야합니다. 여기서 활성화는 근무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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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직원이 수행합니다. (10 : 00-19 : 00 LT) 사용자는 이메일 (4 단계에서 제공 한 주소)을 

통해 응답코드를받습니다. 이 코드는 파일 저장 후 표시되는 창의 해당 상자에 삽입해야합니다 

(그림 7). 

 

 

일부 4MCAD 버전에는 컴팩트 디스크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한 경우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 지침을 따르십시오. 

 

 

다른 장치에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비활성화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1. "관리자 권한으로"4MCAD 를 시작하고 시작 마법사 탭으로 이동합니다. 

2. 그 후 비활성화 버튼을 선택합니다. 

 
 

 

 

 

 

 

 

 

 

 

 

 

 

 

 

 

4MCAD 시작 
4MCAD 를 시작하려면 시작> 모든 프로그램> 4MCAD 버전> 4MCAD 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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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체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4MCAD 를 시작할 때마다 시작 페이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이 옵션을 끄지 않은 경우). 시작 페이지를 사용하여 도면을 빠르게 열고, 새 도면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보냅니다. 시작 페이지는 4MCAD 버전의 경우 프로그램은  

기본 템플릿 인 icad.dwt 를 기반으로 새 빈 도면을 엽니다.  

템플릿을 새 도면의 기초로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미리 정의된 측정 단위, 그리드 설정, 문자 높이 및 드로잉 유형에 적합한 기타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 도면층을 미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인쇄 스타일 테이블의 유형을 미리 정의할 수 있습니다. 

⚫ 미리 정의된 제목 블록 및 경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Working in 4MCAD 
다양한 방법으로 4MCAD 창 및 해당 요소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구 팔레트, 도구 막대를 표시 

및 재정렬하고 명령 모음을 표시하고 상태 표시 줄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과 명령 모음은 화면의 어느 위치에나 떠 있거나 기본 4MCAD 창의 가장자리에 고정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창 요소를 한 번에 켜거나 끕니다.  

여러 창 요소가 활성화되면 도면 창의 크기가 줄어들어 표시할 수는 도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면 공간이 더 필요하면 상태 표시 줄에서 화면 정리 켜기/끄기 전환을 선택하면 됩니다.  

창 요소는 토글을 다시 선택할 때까지 숨겨집니다. 
 

 

도면에 대한 파일 탭 표시 
여러 도면을 동시에 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각 도면에는 자체 탭이 표시됩니다.  

활성 도면을 전환하려면 탭을 선택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파일 탭 (디스플레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파일 탭을 선택합니다. 

⚫  filetab 또는 filetabclose 를 입력 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열린 도면을 나란히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보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24 페이지의 "여러 도면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바로 가기 메뉴에 명령 표시  
바로 가기 메뉴를 사용하면 특정 명령에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메뉴는 객체, 도구 모음, 상태 표시 줄, 모델 탭 이름 또는 레이아웃 탭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면 표시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 표시되는 선택 사항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도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최근에 사용한 명령을 포함하여 다양한 명령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명령 모음, 상태 표시 줄 및 다양한 도구 

모음을 켜고 끌 수는 바로 가기 메뉴가 표시됩니다.  

하나 이상의 객체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객체를 수정하는 명령을 선택할 

수는 바로 가기 메뉴가 프로그램에 표시됩니다.  

객체 스냅을 선택할 수는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하려면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로잉 창 내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리본 표시 및 숨기기  
리본에는 명령을 선택할 수는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  응용 프로그램 단추 —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 단추에는 새로 만들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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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기, 내보내기 등과 같은 파일 관련 명령이 있습니다. 

⚫  신속 접근 도구 막대 — 일반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표시할 명령을 선택하고 도면 창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사용자 화합니다. 

⚫  탭 — 홈, 편집, 그리기 등의 탭에 함께 그룹화 된 관련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패널 — 탭 내의 명령 하위 범주 (예: 홈 탭의 그리기, 수정 및 도면층)를 포함합니다. 

 
A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하여 명령합니다. 

B 패널에 명령 그룹을 표시합니다. 

C 클릭하여 확장된 패널을 잠급니다. 

D 패널을 확장하려면 클릭하여 추가 

E 클릭하여 패널을 확장하고 관련아래 명령. 

F 다른 명령을 보려면 탭을 클릭합니다. 

G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도구를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여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 접근 도구 막대를 사용자화 

1.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명령을 추가하려면 다음에서 명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리본 

메뉴를 클릭한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2.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명령을 제거하려면 명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삭제한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탭을 사용자 화하려면 

1. 사용자화 할 리본 탭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탭보기를 선택한 다음 표시하거나 숨기려는 탭을 선택합니다. 

패널 표시를 선택한 다음 해당 탭에 대해 표시하거나 숨기려는 영역을 택합니다. 
 

리본은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UI 사용자 지정 명령을 사용하거나 리본의 cui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28 페이지의 "리본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756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파일 작업". 

 

 

리본을 최소화 

1.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2. 리본 최소화를 선택합니다. 

리본과 메뉴를 동시에 표시하려면 

1. 리본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메뉴 모음을 선택합니다. 

 

 

리본을 숨기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메뉴 또는 리본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메뉴 모음으로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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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합니다. 이렇게 하면 리본이 숨겨지고 대신 메뉴가 표시됩니다. 

⚫  리본 만 숨기려면 ribbonclose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리본표시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메뉴 또는 도구 모음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한 다음 리본으로 전환을 선택합니다. 

⚫  ribbon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리본을 사용할 때 파일 탭이나 상태 표시 줄을 사용하여 도면을 전환합니다. 

도면을 표시하려면 도면의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파일 탭이 보이지 않으면 filetab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상태 

막대의 창 메뉴 표시를 사용하여 도면 간에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작업 공간에서 리본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클래식 작업 공간에는 도구 모음이 표시되고 제도 및 주석 작업 공간에는 리본이 표시됩니다.  

작업 공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이 장의 38 페이지의 작업 공간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도구 팔레트 창 표시 및 숨기기  
도구 팔레트 창에는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명령 및 블록 그룹이 표시됩니다. 

도구 팔레트 창은 고정되거나 부동 할 수 있습니다. 부동 창에는 오른쪽에 닫기 상자와 옵션이 있으며 화면의 

어느 곳에 나 위치할 수 있으며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창에는 제목 표시 줄, 커서가 그 위로 

이동할 때만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이 있으며 크기를 조정할 수 없으며 도면 창의 가장자리 중 하나를 따라 

부착됩니다. 
 

 

A 팔레트를 클릭하여 명령을 표시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B 두 번 클릭하여 창을 고정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C 클릭하고 끌어 창을 새 창으로 이동합니다. 

D 클릭하여 명령 목록을 스크롤합니다. 
추가(옵션을 보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E . E 도구를 클릭하여 명령을 시작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 

F 더 많은 옵션. 

G F 클릭하면 닫기, 고정 가능, 왼쪽으로 고정, 

H 오른쪽으로 고정, 자동 숨기기 및 투명도 옵션 메뉴가 표시됩니다. 

I G 창을 자동으로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J H 클릭하여 창을 닫습니다. 

 

 

 

 

 

도구 팔레트 창 표시 방법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도구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표시> 도구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 리본 탭, 도구 모음 또는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도구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 toolpalettes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도구 팔레트 창 닫기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도구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A 
H 
G 
F 

E 

D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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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보기> 표시> 도구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 고정 해제된 도구 팔레트 창에서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 리본 탭 (버전에 리본이 있는 경우), 도구 모음 또는 메뉴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도구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 toolpalettesclose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도구 팔레트 창을 자동으로 숨기기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 팔레트 창 제목 표시 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자동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 고정 해제된 도구 팔레트 창에서 자동 숨기기를 클릭합니다. 

⚫ 고정 해제된 도구 팔레트 창에서 메뉴를 클릭하고 자동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팔레트 창의 제목 표시 줄을 클릭하여 도면 창의 원하는 위치로 끕니다. 

 

도구 팔레트 창을 고정 또는 고정 해제하기 

1. 고정 해제된 도구 팔레트 창에서 메뉴를 클릭하고 선택되지 않은 경우 고정 가능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도구 팔레트 창의 제목 표시 줄을 두 번 클릭하여 고정하거나 고정 해제합니다. 

⚫ 도구 팔레트 창 제목 표시 줄을 도면 창의 맨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끌어서 고정하거나 도면 

창의 다른 영역으로 끌어 고정을 해제합니다. 

⚫ 고정 해제된 도구 팔레트 창에서 메뉴 ()를 클릭하고 왼쪽으로 고정을 선택하여 팔레트를 

도면 창의 왼쪽에 고정하거나 오른쪽으로 고정을 선택하여 팔레트를 오른쪽에 고정합니다. 

 

도구 팔레트는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 창의 투명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를 추가, 삭제 및 재배열합니다. 새로운 사용자 정의 명령 및 

블록을 추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13 페이지의 "도구 팔레트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메뉴 표시 및 숨기기  
관련 명령은 메뉴에 함께 그룹화됩니다. 리본이 있거나 없는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뉴 표시 사용자 지정 방법 

1. 메뉴 또는 리본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메뉴보기를 선택한 다음 표시하거나 가리려는 메뉴를 선택하십시오. 
 

메뉴를 사용자 정의하는 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UI 사용자 지정 명령을 사용하거나 메뉴의 .mnu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18 페이지의 "메뉴 사용자 정의"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756 페이지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파일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리본을 사용할 때 메뉴를 표시하거나 숨기기 

리본이 있는 4MCAD 버전의 경우. 

1. 메뉴 또는 리본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메뉴 모음을 선택합니다. 

 

 

 

도구 모음 표시 및 숨기기 
4MCAD 를 처음 시작하면 여러 도구 모음이 표시됩니다. 4MCAD 는 도구를 추가 및 삭제하여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는 12 개 이상의 도구 모음이 제공됩니다. 도구 모음을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새 도구 



28 C H A P T E R 

1 

 

모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가기 메뉴를 사용하여 도구 모음을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을 크게 표시할지 작게 표시할지 여부를 색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설명을 표시하거나 

숨기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구 설명은 도구위에 커서를 놓으면 표시되는 도구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선택하려면 보기> 도구 모음으로 이동하십시오. 

도구 모음은 고정되거나 부동 상태입니다. 부동 도구 모음에는 제목 표시줄과 닫기 상자가 있으며, 또한 화면 

어디에나 위치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된 도구 막대는 제목이나 닫기 상자를 

표시하지 않으며 크기를 조정할 수 없으며 도면 창의 모서리 중 하나를 따라 부착됩니다. 

 

⚫  도구 모음을 고정하려면 도구 모음을 화면의 상단으로 드래그 합니다. 고정을 해제하려면 주변에서 

멀리 끕니다. 

⚫  도구 모음을 고정하지 않고 고정 영역에 배치하려면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끕니다. 

⚫  도구 모음을 이동하려면 새 위치로 끕니다. 

⚫  도구 모음의 크기를 조정하려면 크기 조정 화살표로 변경될 때까지 커서를 가장자리로 이동한 다음 

끕니다. 

 

 

표시할 도구 모음을 선택  

⚫  리본에서 보기> 도구 모음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도구 모음을 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의 아무 곳 (도킹, 도킹 해제 또는 창 상단의 도구 모음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도구 모음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한 다음 도구 모음을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 메뉴에 직접 

표시할 도구 모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tb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A. 수정할 도구 모음을 선택합니다. 

B. 도구 모음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도구 모음을 숨기려면 

선택을 취소합니다. 

C.  큰 도구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작은 도구를 

표시하려면 선택을 취소합니다. 

D. 색상 도구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흑백 도구를 

표시하려면 선택을 취소합니다. 

E. 도구 모음의 도구 위로 마우스를 가져갈 때 도구 설명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F.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도구 모음 이름을 강조 표시합니다. 

G. 클릭하여 사용자 지정 대화 상자를 열고 도구 모음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H. 클릭하여 선택한 도구 모음을 삭제합니다 (선택된 도구 

모음을 모두 삭제하지는 않음). 

I. 클릭하여 선택한 도구 모음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선택된 모든 도구 모음의 이름을 바꾸지 않음). 

 

 

 

 

명령 모음 사용  

명령 창은 4MCAD 명령을 입력하고 프롬프트 및 기타 프로그램 메시지를 볼 수 있는 고정 가능한 창입니다. 

기본적으로 명령 모음에는 가장 최근의 세 줄의 프롬프트가 표시되지만 창을 확장하여 더 많은 줄을 표시할 수 

A 
 

 
B 

I 

H 

G 

F 

C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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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명령 모음을 끌어서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합니다. 

명령 모음을 표시하거나 숨기기  

⚫  리본에서 보기> 명령 모음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디스플레이> 명령 모음을 선택합니다.  

명령 모음이 고정되거나 부동 상태 인 경우 창 상단 또는 하단을 드래그하여 표시되는 문자 줄 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상단, 하단, 왼쪽 또는 오른쪽에 명령 모음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핀 버튼을 

클릭하여 현재 위치에서 명령 모음을 자동 숨기기 및 자동 표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 모음에 입력하면 4MCAD 는 입력할 때 일치하는 명령 이름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이름이 자동 

완성 창에 나타납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명령을 간단히 선택합니다. 명령 이름 외에도 제안에는 외부 

명령, 시스템 변수, 별칭 및 LISP 함수의 이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령 모음에 입력하기 위해 자동 완성을 켜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표시> 자동 완성을 선택합니다. 

⚫ 명령 모음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한 다음 자동 완성을 선택합니다. 

⚫ autocomplete를 입력하고 Enter를 누른 다음 AutoComplete를 선택합니다. 

⚫ 도구> 옵션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한 다음 자동 완성 활성화를 선택합니다 

설정하면 명령 모음에 입력할 때 자동 완성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명령을 활성화하면 자동으로 닫힙니다. 

자동 완성 창의 설정 사용자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693 페이지의 "명령 모음에 제안이 표시되는 방식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상태 표시 줄 사용  

명령 모음을 사용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상태 표시 줄에 선택한 명령 또는 도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현재 커서 좌표, 현재 도면층 이름, 모드 설정 및 현재 설정에 대한 기타 정보를 표시합니다. 정보를 표시하는 것 

외에도 상태 표시 줄을 사용하면 여러 기능에 빠르게 액세스 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 줄 항목을 클릭하여 

변경하고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여 더 많은 선택을 허용하는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태 표시 줄에 표시되는 항목을 변경 

상태 표시 줄의 빈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추가하거나 제거할 항목을 선택 

상태 표시 줄의 항목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상태 표시 줄 항목을 두 번 클릭합니다. 

⚫  변경할 상태 표시 줄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상태 표시 줄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상태 표시줄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디스플레이> 상태 표시 줄을 선택합니다. 

⚫  statbar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프롬프트 상자 사용  

4MCAD 명령은 종종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옵션은 상태 표시 줄 또는 명령 모음에 표시되며 

화면의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처음 표시되는 프롬프트 상자 (AutoCAD 에서는 상황에 맞는 메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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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도 선택적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상자를 드래그 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한 위치에 향후 프롬프트 상자가 나타납니다. 옵션은 메뉴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프롬프트 상자에서 적절한 

옵션을 선택하여 선택하십시오. 프롬프트 상자를 닫으려면 닫기 상자를 클릭하십시오. 

 
명령 옵션이 프롬프트 상자에 나타납니다.  

프롬프트 상자는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프롬프트 상자 표시를 켜려면 도구> 옵션을 선택하고 

표시 탭을 클릭한 다음 프롬프트 상자 표시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작업 공간 사용  

작업 공간은 4MCAD 메뉴 창에서 명령 표시를 사용자 화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각 작업 공간에는 다음에 대한 가시성 설정이 저장됩니다. 메뉴 — 가시성 설정은 각 최상위 메뉴 (예 : 

그리기 메뉴)와 중첩 된 각 메뉴 (예: 그리기> 호 )에 대해 저장됩니다. 

⚫ 도구 모음 — 가시성 설정은 각 도구 모음,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쪽 또는 부동의 방향, 버튼 행 수, x 

좌표 및 y 좌표에 대해 저장됩니다. 

⚫ 리본 — 리본이 있는 4MCAD 버전의 경우 각 리본 탭 (예: 홈 탭) 및 각 패널(예: 홈> 수정)에 대한 

가시성 설정과 함께 리본 자체 표시 여부에 대한 가시성설정이 저장됩니다. 

 

작업 공간을 만들기 

1. 메뉴, 도구 모음 및 리본을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작업 공간 저장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작업 영역 저장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작업 영역 저장을 선택합니다. 

⚫ 상태 표시 줄에서 작업 공간 간 전환을 클릭한 다음 현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 wssave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 workspace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3. 새 작업 공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가시성 설정을 기존 작업 공간에 저장하려면 

1. 메뉴, 도구 모음 및 리본을 원하는 방식으로 구성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작업 공간 저장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작업 영역 저장 (관리)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작업 영역 저장을 선택합니다. 

⚫ 상태 표시 줄에서 작업 공간 간 전환을 클릭한 다음 현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 wssave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 workspace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른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3. 목록에서 기존 작업 공간 이름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작업 공간으로 전환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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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의 작업 영역 목록에서 원하는 작업 영역을 선택합니다. 

⚫ 상태 표시 줄에서 작업 공간 전환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작업 공간을 선택합니다. 

⚫ 작업 공간 도구 모음에서 원하는 작업 공간을 선택합니다. 

⚫ 작업 공간을 입력하고 Enter를 누르고 현재 설정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작업 공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작업 공간 도구 모음은 특정 작업 공간을 로드 합니다. 

내 작업 영역 도구를 클릭하여 원하는 작업 영역으로 전환합니다. 내 작 

업 공간 도구를 클릭할 때 로드되는 작업공간을 설정하려면 상태 표시줄을 클릭하고 작업 공간 설정을 선택한 다음 내 작업 

공간에서 작업 공간을 선택합니다.  

 

명령 선택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명령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명령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명령을 선택합니다. 

⚫ 도구 팔레트 창에서 도구를 클릭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도구를 클릭합니다. 

⚫ 명령 모음에 명령을 입력합니다. 

일부 명령은 종료 때까지 활성 상태로 유지되므로 명령을 반복적으로 선택할 필요없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Esc 키를 눌러 명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명령 사용 
다른 명령이 활성화 되어있는 동안 대부분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을 그리는 동안 pan 명령을 사용하여 화면에서 도면을 이동하여 선의 끝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명령이 활성화 되어있는 동안 스냅 또는 그리드와 같은 그리기 도구의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된 후 많은 명령에는 명령 모음, 상태 표시 줄 또는 프롬프트 상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리본을 사용하여 명령 시작 
리본에서 명령을 시작하려면 사용 가능한 옵션 목록에서 명령을 선택하십시오.  

명령에 화살표가 있는 경우 화살표를 클릭하여 관련 명령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홈을 선택한 다음 배열 (수정에서) 화살표를 클릭하여 3D 배열 명령을 선택합니다. 

도구 팔레트를 사용하여 명령 시작  
도구 팔레트에서 명령을 시작하려면 도구를 클릭하고 프롬프트에 응답합니다. 

팔레트에 여러 도구가 포함된 경우 스크롤 막대를 사용하여 해당 팔레트에 사용가능한 도구의 전체 목록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명령 시작  
도구 막대에서 명령을 시작하려면 도구를 클릭하고 프롬프트에 응답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도구 모음은 설정된 경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경험 수준을 변경하려면 도구>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선 또는 호와 같은 일부 도구에는 다른 방법으로 기본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이거나 다른 관련 도구가 

포함된 옵션 인 플라이 아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라이 아웃은 도구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있는 작은 

삼각형으로 표시됩니다. 플라이 아웃을 표시하려면 도구를 클릭하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플라이 

아웃에서 도구를 선택하려면 원하는 도구를 가리킨 다음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플라이 아웃에서 선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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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가 도구 모음의 기본 도구가 됩니다. 

메뉴를 사용하여 명령 시작  

메뉴에서 명령을 시작하려면 사용 가능한 메뉴 옵션 목록에서 선택하십시오. 

사용 가능한 메뉴 옵션은 설정된 경험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현재 경험 수준을 변경하려면 도구>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명령 모음을 사용하여 명령 시작  
명령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명령 모음이 표시되면 입력 한 명령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명령 

모음이 표시되지 않으면 입력 한 명령이 상태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문자를 복사, 잘라 내기 및 붙여 넣기 하여 명령 모음을 사용하여 명령을 빠르게 시작합니다. 

명령 모음 또는 프롬프트 기록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다양한 잘라 내기,  

복사 및 붙여 넣기 명령을 선택합니다 

 

 

명령 반복 
다시 선택하지 않고도 이전에 사용한 명령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방금 사용한 명령을 반복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스페이스 바를 누릅니다. 

⚫ 엔터키를 치세요. 

⚫ 도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사용한 명령을 반복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명령 모음 또는 프롬프트 기록 창에서 Ctrl 을 누르고 이전 명령 문자를 두 번 클릭합니다. 

⚫ 명령 모음 또는 프롬프트 기록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최근 명령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명령을 선택합니다. 

⚫ Ctrl + K 를 누르고 원하는 명령으로 돌아갈 때까지 반복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Ctrl + L 을 눌러 원하는 명령으로 이동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구> 옵션에서 명령 내역 탐색에 위쪽/아래쪽 화살표 사용이 선택된 경우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이전에 사용한 명령을 표시합니다. 

 
 

명령 모음을 사용하여 명령을 여러 번 실행합니다. 

명령 모음을 사용하여 명령을 입력하는 경우 일부 명령 (예: 원, 호 및 직사각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개를 입력하여 명령을 무기한 반복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마쳤으면 Esc 를 누릅니다. 
 

 

명령 중첩  

명령 모음에서 작업하는 경우 명령 내에서 중첩이라는 다른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성 명령 내에서 

명령을 사용하려면 명령을 입력하기 전에 '원,'선 또는 '피라미드'와 같은 아포스트로피를 입력하십시오. 

4MCAD 에서 명령을 무기한 중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메뉴 및 도구 모음 매크로가 기본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색상, 참조 그리드, 줌 및 스냅을 선택합니다. 중첩된 명령을 완료하면 원래 

명령이 다시 시작됩니다. 

명령 수정  

명령 모음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할 때 명령을 수정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여 활성 명령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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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 스냅 — 가장 가까운 또는 중간 점과 같은 객체 스냅 명령을 입력하여 단일 선택에 대해 일회성 

객체 스냅을 활성화합니다. 일회성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실행중인 객체 스냅을 재정의 할 수도 

있습니다. 

⚫  확장 스냅 — 두 개체가 무한 길이 인 경우 교차하는 논리적 위치에 대한 일회성 스냅을 활성화하려면 

선 또는 원과 같은 명령을 선택한 후 int 를 입력합니다.  

확장이 3 차원 공간에서 교차하지 않지만 현재보기에서 교차하는 경우 유사한 일회성 스냅을 

사용하려면 app 을 입력하십시오. 

⚫  중간 점 스냅 — m2p 또는 mtp 를 입력하여 지정한 두 점의 중간 점에 한 번 스냅 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기록 창 사용 

Prompt History 창에는 4MCAD 의 현재 세션을 시작한 이후 발행된 명령 및 프롬프트의 내역이 표시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최대 256 개의 명령 줄을 추적합니다. 추적할 수 있는 명령 줄 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지나치게 많은 줄을 추적하도록 선택하면 프로그램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기록 창을 표시하거나 닫기 

⚫ F2 를 누릅니다 

프롬프트 내역 창에서 항목을 보려면 다음과 같이하십시오. 스크롤 막대를 사용합니다. 

⚫ 뒤로 탐색하려면 Ctrl + K 를 누릅니다. 앞으로 탐색하려면 Ctrl + L 을 누릅니다. 

⚫ 도구> 옵션에서 명령 내역 탐색에 위쪽/아래쪽 화살표 사용이 선택된 경우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이전에 사용한 명령을 표시합니다. 

프롬프트 창에서 문자를 복사하거나 붙여 넣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마우스를 사용하여 문자를 강조 표시합니다. 

⚫  Ctrl + Shift + 화살표 키를 눌러 문자를 강조 표시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복사 또는 붙여 넣기를 선택합니다. 

 

전체 명령 기록 또는 마지막 명령 줄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 복사 또는 마지막 줄 복사. 

 

 

추적 할 명령 줄 수를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 하십시오.: 

⚫ 도구> 옵션을 선택한 다음 표시 탭을 클릭합니다. 

⚫ options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추적할 명령 줄 필드에 표시할 명령 줄 수를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마우스 단축키 사용  
종종 키보드와 결합된 마우스를 사용하여 명령을 시작하고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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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단축키 

 
Ctrl + Hold and drag left mouse button Copy and move selected entities Ctrl 

+ Hold and drag right mouse button Constrained Z Orbit command 

Ctrl + Left-click mouse Cycle select entities located below the cursor 

Ctrl + Shift + Hold and drag left mouse button Real-Time Zoom command 

Ctrl + Shift + Hold and drag middle mouse button (wheel)        Free Orbit command 

Alt + Shift + Hold and drag middle mouse button or          Constrained Orbit command 
Shift + Hold and drag middle mouse button 

Shift + Left-click mouse Deselect entities 

Shift + Right-click mouse Entity snap shortcut menu 
 

 
Hold and drag left mouse button Move selected entities 

Right-click mouse Display shortcut menu for the selected entity 

Rotate mouse wheel Zoom In and Zoom Out commands Hold mouse 

wheel, then move mouse Real-Time Pan command 

Ctrl + Rotate mouse wheel when command bar is active      Zoom in and out of the command bar 
 

 

키보드 단축키 사용  
다음 키보드 단축키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MCAD 명령을 시작합니다.  

기능 키를 사용자 지정하려면 도구> 기능 키를 선택하거나 도구>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고 키보드 탭을 클릭합니다. 

Keyboard shortcuts  

Command Typed Entry Shortcut Description 

Coordinate COORDINATE F6, Ctrl+D, Ctrl+I Switches coordinate display between On, 
Off, and Angle/Distance. 

Copy to Clipboard COPYCLIP Ctrl+C , Ctrl+J, Ctrl+M Copies selected entities to the Windows 
clipboard. 

Copy with Base Point COPYBASE Ctrl+Shift+C Copies selected entities to the Windows 
clipboard along with a base point. 

Cut to Clipboard CUTCLIP Ctrl+X Cuts selected entities from the active drawing 
and copies them into the Windows clipboard. 

Delete DELETE Del Removes the selected entities. 

Entity Snap ESNAP F3, Ctrl+F Turns entity snaps on and off. 

Entity Snap 
Tracking 

ENTTRACK F11 Switches entity snap tracking on and off 

Exit EXIT Alt+F4, 
Ctrl+Q 

Closes all drawings and exits 4MCAD. 

Grid GRID F7, Ctrl+G Turns the reference grid on and off. 

Help HELP F1 Starts online Help. 

Hyperlink HYPERLINK Crl+K Attaches hyperlinks to drawing entities. 

Isometric Plane ISOPLANE F5, Ctrl+E Switches the isometric plane between Top, 
Right, and Left. 

New Drawing NEW Ctrl+N Creates a new, blank drawing. 

Open Drawing OPEN Ctrl+O Displays the Open Drawing dialog box so 
you can open another drawing. 

Orthogonal ORTHOGONAL F8, Ctrl+L Switches the orthogonal mode on and off. 

키보드 단축키  

Command Typed Entry Shortcut Description 

Shortcut             Action 

Shortcut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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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립트 사용  
4MCAD 스크립트 레코더는 많은 동작을 캡처하고 저장하여 재생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 레코더를 활성화한 

후 명령 모음에 입력하는 모든 명령과 옵션은 기록을 중지하는 명령을 입력할 때까지 기록됩니다.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프로그램은 기록된 명령을 연속적으로 수행합니다. 

 

오류 수정 
4MCAD 는 사용하는 명령과 변경 사항을 추적합니다. 마음이 바뀌거나 실수한 경우 마지막 작업 또는 여러 

이전 작업을 실행 취소하거나 되돌릴 수 있습니다. 취소 한 작업을 다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A B 

  
 

 

A.  마지막 작업을 되돌리려면 실행 취소를 클릭합니다. 

B.  이전 실행 취소를 되돌리려면 다시 실행을 클릭합니다. 

리본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을 선택하여 다양한 작업을 보고 선택하여 여러 작업을  

실행 취소하고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 취소를 입력한 다음 실행 취소할 작업 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Pan PAN down Down Arrow Pans the drawing window view down by one unit. 

 PAN left Left Arrow Pans the drawing window view left by one unit. 

 PAN PGDown Page Down,  
Shift+Down Arrow 

Pans the drawing window view down by one screen. 

 PAN PGLeft Shift+Left Arrow Pans the drawing window view left by one screen. 

 PAN PGRight Shift+Right Arrow Pans the drawing window view right by one screen. 

 PAN PGUp Page Up, 
Shift+Up Arrow 

Pans the drawing window view up by one screen. 

 PAN Right Right Arrow Pans the drawing window view right by one unit. 

 PAN Up Up Arrow Pans the drawing window view up by one unit. 

Paste from 
Clipboard 

PASTECLIP Ctrl+V Pastes the contents of the Windows clipboard 
into the active drawing. 

Paste as Block PASTEBLOCK Ctrl+Shift+V Pastes the contents of the Windows 

   clipboard into the active drawing as a block. 

Polar Tracking POLARTRACK F10, Ctrl+U Switches polar tracking on and off 

Prompt History 
Window 

PMTHIST F2 Turns the Prompt History window on and off. 

Properties PROPERTIES Ctrl + 1 Displays or hides the Properties pane. 

Print PRINT Ctrl+P Prints the active drawing. 

Quick Save QSAVE Ctrl+S Saves the active drawing. 

Redo REDO Ctrl+Y Reverses the action of the last Undo. 

Save As SAVEAS Ctrl+Shift+S Saves the active drawing with the option to save it with 
a new name or file format. 

Select All SELGRIPS Ctrl+A Selects all entities in a drawing. 

Snap SNAP F9 
Ctrl+B 

Turns snap settings on and off. 

Start Page GOTOSTART Ctrl+Home Switches from the current drawing to the Start page. 

Undo U Ctrl+Z Reverses the last command action. 

VBA Editor VBA Alt+F11 Opens the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editor so that 
you can create or modify a VBA macro. 

Window Close WCLOSE Ctrl+F4 Closes the active drawing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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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CAD 사용자 지정 
4MCAD 의 여러 측면을 필요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콘을 끌어서 놓기 만하면 도구 모음을 쉽게 만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영역을 기본 상태로 복원하려면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4MCAD 는 사용자 지정 설정을 Windows 

레지스트리에 저장합니다. 프로필이라고하는 별도의 파일에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4MCAD 는 선 종류, 해치 

패턴, 문자 글꼴, 단위 변환 파일, 메뉴, 도구 모음 및 별칭을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AutoCAD 사용자 화 파일을 

지원합니다. 또한 4MCAD 는 명령 별칭, 키보드 바로 가기, 메뉴 및 도구 모음과 같은 단일 cui 명령으로 4 

개의 AutoCAD 사용자 정의 기능을 통합합니다. 

다음을 포함하여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사용자 지정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 IRX (Autodesk® ARX 언어와 유사) 

⚫ LISP (프로그램의 Autodesk® AutoLISP 호환 언어)  

⚫ SDS (Autodesk® ADS 언어와 유사) 

⚫ 디젤 

⚫ Microsoft VBA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 .NET 

 

 

온라인 도움말 얻기 
4MCAD 에는 작업 지향 항목, 명령 참조, 시스템 변수 참조 및 프로그래밍언어 참조가 포함된 온라인 도움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온라인 도움말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리본에서 도움말을 선택한 다음 명령을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도움말을 클릭합니다. 

⚫ F1 을 누릅니다. 

⚫ 도움말 메뉴에서 명령을 선택합니다. 

⚫ 대화 상자에서 물음표를 클릭합니다. 

⚫ 명령 모음에 help 를 입력합니다 

 

그림 저장 
언제든지 그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저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의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 리본 응용 프로그램 단추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저장을 선택합니다. 

⚫ save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도면을 처음 저장할 때 프로그램은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도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나중에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도면을 저장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하십시오. 

 

4MCAD 작업 마치기 
4MCAD 에서 작업을 마치려면: 

⚫  리본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종료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종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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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작업 
CAD 도면은 정보를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MCAD 를 사용하면 다양한 도면층에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나타내는 객체를 그리고 해당 도면층을 

사용하여 색상, 선 종류 및 가시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4MCAD 에는 정확하게 그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기 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방법을 포함하여 도면 설정 및 내장된 도면 도구 사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 새 도면을 만들고 기존 도면을 열고 도면에 대한 변경 사항을 저장합니다. 

⚫ 그리드, 스냅 및 직교 설정과 같은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그립니다. 

 

새 도면 만들기 
4MCAD 를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템플릿 도면 인 icad.dwt 를 기반으로 새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이 템플릿에는 도면 단위, 문자 크기,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 및 도면 영역과 같은 미리 정의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을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도면에는 고유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도면을 향후 도면의 템플릿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템플릿(.dwt 파일)을 기반으로 새 도면을 작성하여 여러 단계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새 

도면에 필요한 모든 설정과 객체가 포함됩니다. 사용자 정의 템플릿에서 새 도면을 열 때 기존 설정을 수정하고 

필요하지 않은 객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작성한 도면을 저장할 때 템플릿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새 도면을 작성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의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새로 만들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qnew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 리본 응용 프로그램 단추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new 또는 newwiz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템플릿 도면 사용을 클릭한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2. 템플릿 열기 대화 상자를 표시하려면 찾아보기를 클릭합니다. 

3. 원하는 템플릿 (.dwt)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4. 템플릿으로 사용할 도면 (.dwg) 파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마침을 클릭합니다. 

 

도면 열기 
도면 (.dwg) 파일, 도면 교환 형식 (.dxf) 파일, Design Web Format (.dwf) 파일 및 도면 

템플릿 (.dwt)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손상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면을 열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도면 열기 

다음 도면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 확장자가 .dwg 인 표준 도면 파일. 

⚫ 자체 도면 파일 외에도 4MCAD 에 포함된 샘플 도면 중 하나를 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파일 확장자가 .dxf 인 도면 교환 형식 파일. 

⚫ 파일 확장자가 .dwf 인 웹 형식 파일을 디자인합니다. 

⚫ 파일 확장자가 .dwt 인 도면 템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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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면을 열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 도구 모음에서 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열기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open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파일 유형에서 열려는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파일이 포함된 폴더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열려는 그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 열려는 도면을 두 번 클릭합니다. 

도면에 암호가 필요한 경우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여 암호를 확인한 다음 다시 열기를 클릭합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검색하는 동안 도면을 열 수도 있습니다. 

파일을 두 번 클릭하거나 4MCAD 의 도면 영역으로 드래그하기 만하면 됩니다. 

Windows 파일 탐색기 또는 내 컴퓨터와 같이 운영 체제와 함께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도면 파일을 탐색하면서 

축소판 이미지를 보고 원하는 도면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도구> 옵션을 선택하고 일반 탭에서 파일 연결 

설정을 클릭하여 4MCAD 와 연결된 파일 형식을 지정합니다 

 

 

 

G 

 

F 

 
E 

 

 
D 

C 

B 

 

 
A 

 
 
 
 
 
 

A 선택한 도면에 썸네일 이미지가있는 경우 (열기 전에 도면의 이미지) 
B 도면 미리보기를 켜거나 끕니다. 
C 도면을 열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장할 때만 사용 가능 
D 파일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도면을 읽기 전용으로 엽니다. 
E 도면에 대한 정보, 파일 크기, 생성 날짜 및 기타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F 파일 작업에 대한 추가 옵션을 보려면 클릭합니다. 
G 파일 세부 사항 및 썸네일 이미지를 포함하여 도면이 목록에 표시되는 방식을 정의합니다. 

 
 

가장 최근에 연 도면은 쉽게 열 수 있도록 파일 메뉴에서 추적됩니다. 

최근에 사용한 도면 파일을 빠르게 열려면 파일> 파일 이름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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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된 도면 열기 
여러 가지 이유로 파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전, 시스템 충돌  

또는 하드웨어 고장 중에 도면 작업을 하는 경우도면 파일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4MCAD 를 사용하면 손상된 파일을 열고 확인하여 파일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복구하면 다음 파일 유형 중 하나를 열려고 시도합니다. 

⚫ 확장자가 .dwg 인 표준 도면 파일. 

⚫ 파일 확장자가 .dxf 인 도면 교환 형식 파일. 

⚫ 파일 확장자가 .dwf 인 웹 형식 파일을 디자인합니다. 

⚫ 파일 확장자가 .dwt 인 도면 템플릿. 

열린 파일을 감사하여 오류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가 자동으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4MCAD 는 가능한 한 많은 오류를 수정하고  

수정할 수 없는 오류는 Prompt History 창에 "Ignored"로 보고됩니다. 

손상된 파일을 열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리본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도면 유틸리티> 복구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복구를 선택합니다. 

⚫ recov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파일 유형에서 복구할 파일 유형을 선택합니다. 

2. 손상된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3. 복구할 손상된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열기를 클릭합니다. 

모든 도면을 열 때 자동으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도구> 옵션> 일반 탭을 선택하고 복구를 사용하여 도면 

열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도면 파일에서 오류를 확인하려면 확인하려는 도면을 연 상태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도면 유틸리티> 감사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감사를 선택합니다. 

⚫ audit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4MCAD 에서 발견된 오류를 자동으로 수정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ASCII 파일은 감사를 표시합니다. 

AUDITCTL 시스템 변수가 On 으로 설정되고 파일 복구 또는 감사 중에 오류가 발견되면 감사를 설명하는 

ASCII 파일이 작성됩니다. ASCII 파일은 감사 된 도면과 동일한 폴더에 저장되고 그리기 파일과 이름은 같지만 

확장자는 .adt 입니다. 

 

 

도면 설정 
새 도면을 작성할 때 또는 템플릿에서 작성한 도면의 설정을 수정할 때  

개별 설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층 설정 

도면층은 손 제도에서 사용하는 오버레이와 유사합니다.  

도면층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드로잉 정보를 구성합니다.  

모든 드로잉에는 "0"이라는 기본 도면층 인 도면층이 하나 이상 있습니다.  

도면에는 무제한의 추가 도면층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면 현재 도면층에 생성됩니다. 

현재 도면층을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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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도면층 탐색 도구를 클릭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 현재로 만들 도면층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 4MCAD Explorer 창을 닫습니다 

 

 
 

현재 만들려는 도면층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상태 표시 줄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상태 막대에서 현재 도면층 컨트롤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현재로 만들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객체의 도면층을 사용하여 현재 도면층을 설정합니다. 

명령 모음에 LAYBYENT 를 입력하고 설정을 선택한 다음 현재 도면층이 있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현재 객체색상 설정 

객체의 색상은 표시 방법과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인쇄 방법을 결정합니다.  

객체는 현재 색상으로 생성됩니다. 새 도면을 열면 현재 도면층의 색상을 채택하는  

BYLAYER 색상으로 도면 요소가 작성됩니다.  

 

처음에 도면층은 유일한 도면층이자 현재 도면층입니다. 

기본 색상은 흰색이므로 객체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종종 색상, 트루 컬러 및 색상 표 색상이라고하는 두 가지 추가 색상 속성을 포함하는 인덱스 색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추가 색상 속성은 BYLAYER 및 BYBLOCK 입니다.  

이러한 색상 속성을 사용하면 객체가 구성원인 도면층 또는 블록의 색상을 채택하게 됩니다. 

현재 객체 색상을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객체 생성 탭을 클릭합니다. 

2. 색상 선택을 클릭합니다. 

3. 색상 대화 상자에서 다음 탭 중 하나를 클릭하고 색상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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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덱스 색상 — BYBLOCK, BYLAYER 또는 255 가지 인덱스 색상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색인 

상자에 색상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트루 컬러 — 기본 색상을 클릭하고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클릭 한 다음 HSL (색조, 채도 및 

광도) 값을 입력하거나 빨강, 녹색, 파랑 (RGB) 값을 입력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트루 컬러는 

1,600 만 개가 넘습니다.) 

⚫ 색상 표 — 목록에서 색상 표를 선택한 다음 색상을 클릭합니다. 도면에 사용된 색상 표 색상 만 

표시를 선택하여 현재 도면에서 사용되는 색상 표 색상만 선택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다시 클릭합니다. 
 

상태 표시 줄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상태 표시 줄에서 현재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새객체에 사용할 색상을 선택합니다. 색상 선택을 

클릭하여 추가 색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드로잉의 여러 측면에서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68 페이지의 "색상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현재 선 종류 설정 

선 종류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선 종류를 사용하여 한 선의 목적을 다른 선과 구별합니다. 

선 종류는 점, 대시 또는 공백의 반복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선 종류는 화면과 인쇄 시 객체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도면에는 CON-TINUOUS, BYLAYER 및 BYBLOCK 의 세 가지 이상의 선 

종류가 있습니다. 도면에는 무제한의 추가 선 종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생성하면 현재 선 종류를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선종류는 BYLAYER 입니다. 4MCAD 는 BYLAYER 특성을 기본 선 종류 설정으로 지정하여 

객체 선 종류가 현재 도면층의 선 종류에 의해 결정됨을 나타냅니다. 

 BYLAYER 를 지정할 때 도면층의 선 종류를 변경하면 해당 도면층에 지정된 모든 도면 요소의 선 종류가 

변경됩니다 (선 종류 BYLAYER 를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도면층의 선 종류 설정을 재지 정하는 현재 선 

종류로 특정 선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선 종류를 사용하여 도면 요소가 작성되고 

도면층 선 종류를 변경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옵션으로 선 종류 BYBLOCK 특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도면 요소는 블록으로 

그룹화 할 때까지 CONTINUOUS 선 종류를 사용하여 그려집니다.  

그러면 도면에 블록을 삽입할 때 도면 요소가 블록의 선 종류 설정을 상속합니다. 

현재 선 종류를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객체 생성 탭을 클릭합니다. 

2. 선 종류 목록에서 현재로 만들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태 표시 줄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상태 막대에서 현재 선 종류에 대해 BYLAYER 라는 단어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한 다음 

현재로 만들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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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종류 축척 설정 

선 종류 축척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축척이 작을수록 도면 단위당 더 많은 선 종류 패턴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선 종류 패턴은 각각 0.25 단위 길이의 일련의 파선과 열린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선 유형 축척은 도면 

축척 비율을 사용하여 길이를 결정합니다. 축척 계수 0.5 는 각 선과 공간의 길이를 0.125 단위로 줄입니다. 

축척 계수 2 는 각각의 길이를 0.5 단위로 늘립니다. 

선 종류 축척을 너무 크거나 너무 작게 설정하면 축척 뷰가 무엇인지 또는 도면이 인쇄되는 축척에 따라 선 

패턴이 실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새 도면 요소의 개별 선 종류 축척 비율과 도면의 모든 도면 요소에 적용된 전체 또는 전역 축척 비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및 치수와 같은 객체에 주석 축척을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주석 축척 시나리오에 맞게 선 

종류 축척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개별 선 종류 축척을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객체 생성 탭을 클릭합니다. 

2.  선 종류 축척 필드에서 현재로 만들 선 종류 축척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전역 선 종류 축척을 변경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 libon-eseo eung-yong peulogeula 

1.  객체 생성 탭을 클릭합니다. 

2.  전역 선 종류 축척 필드에서 전체 선 종류 축척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형 공간 및 도면 공간에서 동일하게 선 종류 축척을 설정하려면 

앞에서 언급한 전역 선 종류 축척을 도면 축척으로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축척 비율 1/4 "-1"로 .25 를 입력합니다. 

PSLTSCAL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0 을 입력하여 이 시스템 변수를 끕니다. 

도면 공간에 특정한 사용자 화 된 선 종류 축척이 꺼집니다. 

MSLTSCAL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0 을 입력하여 이 시스템 변수를 끕니다.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에서 서로 다른 선 종류 축척을 설정하려면 

1.  전역 선 종류 축척 (이전에 언급)을 1 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값이 선 종류 축척 비율이 도면 축척과 같아야 합니다. 

2.  PSLTSCAL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1 을 입력하여 이 시스템 변수를 켭니다. 

도면 공간에 특정한 사용자 화 된 선 종류 축척이 꺼집니다. 

3.  MSLTSCAL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1 을 입력하여 이 시스템 변수를 켭니다. 

모형 공간에 특정한 사용자 화 된 선 종류 축척이 꺼집니다. 

4.  주석 축척도 사용하는 도면의 경우 다음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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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표시 줄에서 Annotations Scales List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 현재 주석 축척을 선택합니다 (예 : 1/4 "-1"). 이렇게 하면 선 종류 축척이 주석 축척으로 설정됩니다. 
 

주석 축척이 동일한 모든 뷰포트에 대해 선 종류가 동일합니다.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에서 다를 수 있도록 선 종류 축척을 설정하는 것은 항상 동일한 축척이  

아닌 상세, 종단 또는 평면 뷰가 있는 도면에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도면 공간 뷰포트는 의도한대로 보이고 인쇄되며 도면 공간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모형 공간  

주석 축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석 축척에 대한자세한 내용은이 장의 61 페이지의 "축척 계수 이해"를 참조하십시오. 

 

 

 

현재 선 가중치 설정 
선 가중치는 한 선의 목적을 다른 선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 가중치는 화면과 인쇄시 둘 다에 나타나는 두껍거나 얇은 객체를 결정합니다.  

모든 도면에는 DEFAULT, BYLAYER, BYBLOCK 및 밀리미터 단위의 추가 선 가중치  

(또는 인치 사용 가능)와 같은 선 가중치가 있습니다.  

도면 요소를 작성할 때 현재 선 가중치를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기본적으로 새 도면 요소의 현재 선 가중치는 BYLAYER 입니다.  

이는 도면 요소 선 가중치가 현재 도면층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합니다.  

BYLAYER 를 지정할 때 도면층의 선 가중치를 변경하면 해당 도면층이 지정된 모든 도면 요소의 선 가중치가 

변경됩니다 (선가중치 BYLAYER 를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도면층의 선 가중치 설정을 재지 정하는 특정 선 

가중치 (또는 DEFAULT)를 현재 선 가중치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line-weight (또는 DEFAULT 선 가중치)를 사용하여 객체가 작성되며  

도면층 선 가중치를 변경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옵션으로 선 가중치 BYBLOCK 특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도면 요소는 블록으로 그룹화 할 때까지 DEFAULT 선 가중치를 사용하여 그려집니다.  

그러면 도면에 블록을 삽 할 때 도면 요소가 블록의 선 가중치 설정을 상속합니다. 

.025mm 미만의 선 가중치를 선택하면 도면을 작성할 때 1 픽셀로 표시됩니다.  

도면을 인쇄하면 프린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얇은 선 가중치로 인쇄됩니다.  

평면, 점, 트루 타입 글꼴 또는 래스터 이미지 (4MCAD 버전에서 지원되는 경우)에는  

선 가중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선 가중치를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하거나 도구> 선 가중치를 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객체 생성 탭을 클릭합니다. 

2. 선 가중치리스트에서 현재로 만들 선 가중치를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태 표시 줄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상태 막대에서 현재 선 가중치로 단어 BYLAYER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현재 선 가중치를 선택합니다. 

LWT 라는 단어를 두 번 클릭하여 선 가중치 표시를 켜고 끌 수도 있습니다. 

 

 
 

선 가중치를 표시하려면 켜야합니다. 

도면에서 선 가중치를 보려면 가시성을 켜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28 페이지“선 가중치 표시”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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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쇄 스타일 설정 

인쇄 스타일은 도면의 객체를 실제로 변경하지 않고 인쇄할 때 객체의 모양을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도면에서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객체에 대한 인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테이블에는 사용자가 설정 한 인쇄 스타일이 포함됩니다.  

도면에서 색상 종속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인쇄 스타일은 BYCOLOR 이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은 객체 또는 도면층에 할당된 색상에 따라 인쇄 요구 사항을 결정합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여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도면을 변환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55 페이지의 "도면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도면에서 객체를 생성하면 현재 인쇄 스타일을 사용하여 객체가 

생성됩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인쇄 스타일은 BYLAYER 입니다.  

BYLAYER 를 지정할 때 도면층의 인쇄 스타일을 변경하면 인쇄 스타일 BYLAYER 를 사용하여 작성된 경우 

해당 도면층에 지정된 모든 도면 요소의 인쇄 스타일이 변경됩니다.  

특정 인쇄 스타일을 현재 인쇄 스타일로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는 도면층의 인쇄 스타일 설정을 무시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 인쇄 스타일을 사용하여 객체를 만들고 도면층 인쇄 스타일을 변경해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옵션으로 BYBLOCK 인쇄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 객체는 블록으로 그룹화 할 때까지 

일반 인쇄스타일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도면에 블록을 삽입할 때 도면 요소가 블록의 인쇄 스타일 설정을 상속합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도면에서 현재 인쇄 스타일을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객체 생성 탭을 클릭합니다. 

2. 인쇄 스타일 목록에서 현재로 만들 인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essary 에서 기타를 선택한 다음 인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상태 표시 줄 또는 명령 모음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상태 표시 줄에서 현재 인쇄 스타일에 대해 BYLAYER 라는 단어를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클릭하고 기타를 클릭한 

다음 현재로 만들 인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또는, 현재 인쇄 스타일을 선택하려면 printstyle 을 입력하십시오. 

 

 

도면 단위 설정 

4MCAD 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전체 크기 (1 : 1 배율)로 그린 다음 드로잉을 인쇄하거나 플롯 할 때 배율 

팩터를 설정합니다.  

그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도면단위와 실제 단위 간의 관계를 결정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선형 그리기 단위가 인치, 피트, 미터 또는 마일을 나타내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각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형 및 각도 단위 모두에 대해 분수를 표시할 때 사용되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또는 최소 분모와 같은 표시 

정밀도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밀도설정은 거리, 각도 및 좌표 표시에만 영향을 줍니다.  

4MCAD 는 항상 부동 소수점 정확도를 사용하여 거리, 각도 및 좌표를 저장합니다. 

선형 도면 단위를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응용프로그램 버튼> 도면 유틸리티> 

도면 단위;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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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도면 단위 탭을 클릭합니다. 

2. 선형 단위 탭을 클릭합니다. 

3. 단위 유형에서 단위 유형을 선택합니다. 

4. 표시 정밀도에서 원하는 소수 자릿수에 따라 표시 정밀도를 입력하거나 화살표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 

설정 위의 필드는 현재 정밀도에서 선형 단위 유형의 예를 보여줍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A 

 
 
 

 

B 
 
 

C 

 
 
 

 
A. 제어하는 장치 유형을 결정합니다. 

B. 선형 단위 유형을 선택합니다. 

C. 선형 단위의 표시 정말도를 선택합니다. 

 

각도 도면 단위를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도면 단위 탭을 클릭합니다. 

2. 각도 단위 탭을 클릭합니다. 

3. 단위 유형에서 단위 유형을 선택합니다. 

4. 표시 정밀도에서 원하는 소수 자릿수에 따라 표시 정밀도를 입력하거나 화살표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 

설정 위의 필드는 현재 정밀도에서 각도 단위 유형의 예를 보여줍니다. 

5. 각도가 증가할 때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양의 각도 값을 지정합니다. 

6. 각도 기준에서 제로 각도에 대한 나침반 위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각도 0 은 "3 시"또는 "동쪽"위치에 있습니다. 인접한아이콘은 각도 기준의 현재 

위치를 보여줍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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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 

 

 

C 

D 

 
 

 
A 귀하의 유닛 유형을 결정합니다. 

B 각도 단위 유형을 선택합니다. 

C 각도 단위의 표시 정밀도를 선택합니다. 

D 각도 기준, 제로 방향 선택 

E 각도가 증가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축적 치수 이해 
특정 배율로 그리는 대신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전체 크기로 그립니다.  

그리기를 설정할 때 배율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만 인쇄할 때까지 배율을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4MCAD 를 사용하여 길이가 40 인치 인 기계 부품을 그릴 때 그릴 때 축척 비율을 적용하는 대신 실제로 40 

인치로 그립니다.  

도면을 인쇄할 때 도면이 인쇄될 배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척은 문자, 화살표 또는 선 종류와 같은 일부 요소가 인쇄 또는 플롯하고 도면에 표시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주석 축척을 설정하여 문자, 화살표 및 선 종류와 같은 객체의 축척을 제어하거나 도면을 처음 설정할 때 

수동으로 조정하여 주석이 올바른 크기로 인쇄 및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를 그릴 때 나중에 특정 배율로 인쇄할 때 문자 높이가 정확하도록 문자 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완성된 도면의 최종 축척을 결정한 후 각 도면 단위가 나타내는 실제 축척 단위에 대한 한 도면 단위의 비율로 

도면의 축척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 "= 1'-0"로 도면을 인쇄하려는 경우 축척 비율 비율은 1:96 입니다 

(1/8 "= 12"는 1 = 96 과 동일). 인쇄된 배율을 1 인치 = 100 피트로  

설정하려면 배율 비율은 1: 1200 입니다. 

다음 표는 지정된 축척으로 도면을 인쇄할 때 높이가 1/8 인치 인 문자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표준 건축 및 엔지니어링 축척 비율과 동등한 문자 높이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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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축척 비율 및 동등한 텍스트 높이 

Scale Scale factor Text height 

1/16” = 1’-0” 192 24” 

1/8” = 1’-0” 96 12” 

3/16” = 1’-0” 64 8” 

1/4” = 1’-0” 48 6” 

3/8” = 1’-0” 32 4” 

1/2” = 1’-0” 24 3” 

3/4” = 1’-0” 16 2” 

1” = 1’-0” 12 1.5” 

1 1/2” = 1’-0” 8 1” 

3” = 1’-0” 4 0.5” 

1” = 10’ 120 15” 

1” = 20’ 240 30” 

1” = 30’ 360 45” 

1” = 40’ 480 60” 

 

Standard scale ratios and equivalent text heights 
 

Scale Scale factor Text height 

1” = 50’ 600 75” 

1” = 60’ 720 90” 

1” = 100’ 1200 150” 

 

이러한 축척 계수를 사용하여 도면을 인쇄할 때 특정 크기의 용지에 맞도록 도면의 크기를 미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 제한으로 도면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용지 크기에 맞게 그리기 제한을 계산하려면 용지 크기에 배율을 곱하십시오. 

예를 들어 인쇄에 사용하는 용지가 6 인치 x 4 인치이고 /8”= '-0”(즉, 축척비율 96 사용)로 도면을 인쇄하는 

경우 도면 크기 도면 단위로 측정 한 너비는 6 x 96 (또는 ,456 단위)이고 높이는 4 x 96 (또는 ,04 단위)입니다.  

계산 한 축척 비율에 관계없이 모든 축척에서 완성된 도면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크기의 종이에 인쇄하고 레이아웃 탭을 사용하여 드로잉의 다른 보기를 만들고 해당보기의 위치와 

크기를 다르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배율인수는 그리는 객체의 크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단순히 그리기를 시작할 때 텍스트 높이와 그리기 제한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예비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텍스트 높이와 그리기 제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석 축척 설정 
주석 축척을 사용하면 도면이 다른 축척으로 표시되거나 인쇄될 때 크기가 일관되게 표시되도록 개별 객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석 축척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텍스트, 공차, 치수, 지시선, 다중 지시선, 속성, 해치 및 블록과 같은 객체의 

축척을 제어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개별 객체는 주석이 될 수 있으며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및 다중 지시선 스타일도 가능합니다.  

주석 스타일이 지정된 문자, 치수 또는 다중 지시선은 기본적으로 주석 축척이 켜집니다. 

4MCAD 는 주석 축척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필요에 따라 일부 설정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축적 목록 사용자 지정 

축척 목록은 주석 전체에 지정할 수 있는 모든 축척을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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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주석 축척을 텍스트 객체에 할당하려면 축척 목록에서 선택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면 축적 목록이 표시됩니다. 

⚫현재 주석 축척 설정 — 상태 표시 줄에서 주석 축척 목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객체에 주석 배율 할당 — 객체를 선택하고 속성 또는 객체 배율 명령을 사용합니다. 

⚫인쇄 — 인쇄 명령을 선택합니다. 

축척 목록을 설정한 후 기본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 템플릿을 만들거나  

축척 목록을 내보내서 목록을 다른 도면으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배율 목록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Scale List ()를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Annotate> Scale List (Annotation Scaling)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포맷> 축적 목록을 선택합니다. 

⚫상태 표시 줄에서 주석 축척 목록을 클릭합니다. 

⚫scalelistedit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목록에 척도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추가를 클릭합니다. 

⚫목록에 나타날 눈금 이름을 입력합니다. 

⚫도면 단위 비율에 대한 용지 단위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2. 목록을 추가로 사용자 정의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일을 선택하고 수정을 클릭하여 스케일의 이름 또는 비율을 변경합니다. 

⚫스케일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하여 목록에서 제거합니다. 

⚫눈금을 선택하고 위로 이동 또는 아래로 이동을 클릭하여 목록에서 위치를 변경합니다. 

3. 선택적으로 내보내기를 클릭하여 축적 목록을 쉽게 가져올 수 있는 파일로 저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I 

H 

G 

F 

A                                                                                                 E 

 

D 

C 

B 

 
 

 

 

A. 주석에 사용할 수 있는 축척을 표시합니다. 

B. 축적 목록을 파일로 저장하려면 클릭합니다. 

C. 파일에서 축적 목록을 열고 로드 하려면 클릭합니다. 

D. 목록에서 사용하지 않는 모든 스케일을 제거하려면 클릭합니다. 

E. 클릭하면 선택한 스케일이 제거됩니다. 

F. 선택한 배율을 아래로 이동하려면 클릭 

G. 선택한 축척을 한 위치 위로 이동하려면 클릭 

H. 클릭하여 선택한 배율을 수정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석 축척을 제거하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다른 CAD 프로그램의 오래된 도면에는 때때로 수천 개의 사용되지 않은 주석 축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면 축척 편집 대화 상자에서 소거를 클릭하여 사용하지 않는 주석 축척을 제거하고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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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으로 스타일 사용자화 

텍스트 스타일 및 치수 스타일은 해당 스타일이 지정된 텍스트 및 치수 객체가 기본적으로 주석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도 주석이 될 수 있지만 4MCAD 는 다중 지시선 또는 다중 지시선 

스타일 작성이 아닌 다중 지시선 표시 만 지원합니다. 

텍스트 스타일에 대해서는 407 페이지의 "텍스트 스타일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치수 스타일은 456 페이지의 "치수 맞춤 제어"를 참조하십시오. 

자동 주석 배율 설정 

자동 주석 축척은 주석 축척이 켜져 있는 주석 객체에 현재 주석 축척을 자동으로 할당합니다. 자동 주석 

축척 및 현재 주석 축척을 설정 

1. 상태 표시 줄에서 자동 주석 켜기/끄기를 클릭합니다. 

2. 상태 표시 줄에서 주석 축척 목록을 클릭합니다. 

3. 현재 주석 축척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높이 설정 

문자 높이 설정은 도면 단위로 측정되는 문자 높이를 제어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석에 사용되는 텍스트가 

도면을 인쇄할 크기로 조정될 때 인쇄된 도면에서 1/8 인치 높이가 되도록 처음에 이 값을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을 1/8”= 1'-0”로 인쇄할 계획이고 최종 도면에서 텍스트 높이가 3 1/8 인치가 되도록 하려면  

1 피트 높이 (실제 세계 도면 단위) 인쇄할 때 용지에 1/8 인치 3 높이로 나타납니다. 1/2 인치 높이로 

인쇄하려는 텍스트를 4 피트 높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문자 높이를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도구>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1. 객체 생성 탭을 클릭합니다. 

2. 문자 탭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탭을 가로로 스크롤합니다. 

3. 기본 문자 높이 필드에서 문자 높이를 선택하거나 원하는 문자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주석 문자 

스타일을 선택한 경우 용지 문자 높이를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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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oose Text. 

B Specify the text height in drawing units. 

 
 

기본 문자 높이는 현재 문자 스타일 높이가 0.0 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스타일의 문자 높이가 우선합니다. 

 

 

도면 한계 설정 
도면 주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형성하는 도면 한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 제한을 사용하여 특정 배율로 인쇄할 때 특정 용지에 맞을 수 있는 것보다 큰 도면을 만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 인치 x 24 인치 크기의 용지에 1/8”= 1'-0”(즉, 축척 비율 96 사용) 로 도면을 

인쇄하려는 경우 도면 한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너비 3,264 단위 (즉, 34 x 96) 및 높이 2,112 단위 (22 x 

96)로 인쇄된 이미지 가장자리 주변에 1 인치 여백을 허용합니다. 

도면 한계를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 메뉴에서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 도구를 클릭합니다. 

1. 좌표 입력 탭 또는 표시 탭을 클릭합니다. 

2. 한계 탭을 클릭합니다. 

3. 오른쪽 상단 그리기 한계와 왼쪽 하단 그리기 한계의 x 좌표와 y 좌표를 지정합니다. 

선택을 클릭하여 도면에서 점을 선택하여 도면 한계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4. 도면 한계를 초과하는 입력을 금지하려면 좌표 입력 하단 선택 란에 선택을 누릅니다. 

객체 색상 
객체의 색상은 표시 방법과 컬러 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 인쇄 방식을 결정합니다.  

도면에 지정된 현재 색상으로 객체가 작성됩니다. 도면층은 객체의 색상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새 도면을 열면 현재 도면층의 색상을 채택하는 BYLAYER 색상으로 도면 요소가 작성됩니다. 처음에는 

도면층이 유일한 도면층이자 현재 도면층입니다.  

기본 색상은 흰색이므로 객체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4MCAD 의 객체 및 도면층에는 세 가지 유형의 색상이 있습니다. 

⚫ 색인 색상 

⚫ 실제 색상 

⚫ 상 표 색상 

경우에 따라 실제 색상 및 색상 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 치수 객체 및 커서 표시 

색상 선택 상자에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명령 모음 또는 일부 대화 상자에서 이름 또는 번호로 색상을 지정합니다. 

색인 색상 사용 

255 개의 표준 색인 색상과 종종 색상 (BYLAYER 및 BYBLOCK)이라고하는 두 개의 추가 색상 속성이 

있습니다. 255 개의 표준 색인 색상 중 7 개를 이름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녹색, 청록색, 

파란색, 자홍색, 흰색 (숫자 8 과 9 는 이름이 지정되지 않음).  

각 색인 색상에는 1 에서 255 까지의 고유한 숫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 추가 색상 속성은 BYLAYER 및 BYBLOCK 입니다.  

이러한 색상 속성을 사용하면 객체가 구성원 인 도면층 또는 블록의 색상을 채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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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LAYER 는 색상 번호 256 이고 BYBLOCK 은 색상 번호입니다.  

색상을 사용하는 모든 명령에서 BYLAYER 및 BYBLOCK 과  

숫자 256 및 0 을 각각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색인 색상을 선택하려면 

1. 원하는 대화 상자에서 도면층, 도면 설정, 특성 또는 다중선 문자. 색상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2. 색인 색상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BYBLOCK 을 클릭합니다. 

⚫ BYLAYER 를 클릭합니다. 

⚫ 원하는 색상을 클릭하거나 현재 상자에 색상 번호를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D           E 

 

A. 표준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B. 회색 음영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C. 사용 가능한 인덱스 색상 중 하나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D. 현재 색상을 나타냅니다. 

E. 색상 번호를 표시하거나 색상 번호를 입력합니다. 

F. 클릭하여 색상을 BYLAYER로 설정합니다. 

G. 색상을 BYBLOCK으로 설정하려면 클릭합니다. 

 

 

 

 

 

실제 색상 사용 
선택할 수 있는 트루 컬러는 1,600 만 개가 넘습니다.  

트루 컬러는 24 비트 색상을 사용하여 정의됩니다. 

사용 가능한 색상이 너무 많더라도 기본 색상 표시에서 또는 색상 팔레트를 클릭하여  

색상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원하는 색상을 정의하는데 사용된 값을 알고 있는 경우 색조, 채도 및 

광도 (HSL) 값을 입력하거나 빨강, 녹색, 파랑 (RGB) 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A 

 
B G 

F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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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 컬러를 선택 

1. 원하는 대화 상자에서 (도면층, 도면 설정, 특성 또는 다중선 문자) 

   색상대화 상자가 열어줍니다. 

2. 실제 색상 탭을 클릭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기본 실제 색상을 클릭합니다. 

⚫ 색상 팔레트에서 트루 컬러를 클릭합니다. 

⚫ 원하는 실제 색상에 대한 HSL 값을 입력합니다. 

⚫ 원하는 실제 색상에 대한 RGB 값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A. 기본 실제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B. 사용자 정의 실제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클릭하십시오. 

C. 선택한 색상을 사용자 정의 

D. 원하는 실제 색상의 빨강, 녹색 및 파랑 수치를 입력(또는 확인)합니다. 

E. 색조, 채도의 수치를 입력 (또는 확인)합니다. 

F.   슬라이드 하거나 클릭하여 색상 정도를 조정합니다. 

G. 색상 팔레트에서 트루 컬러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A. 기본 실제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B. 사용자 정의 실제 색상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클릭하십시오. 

C. 선택한 색상을 사용자 정의 

D. 원하는 실제 색상의 빨강, 녹색 및 파랑 수치를 입력(또는 확인)합니다. 

E. 색조, 채도의 수치를 입력 (또는 확인)합니다. 

F. 슬라이드 하거나 클릭하여 색상 정도를 조정합니다. 

G. 색상 팔레트에서 트루 컬러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G 

A F 

E 

B 

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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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표 사용 
4MCAD 는 색상 모음을 사용하여 색상들을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고유한/지정한 색상을 색상표에 저장하게 되면  

해당 색상표의 색상을 사용자의 도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색상 표 색상 선택 

1. 원하는 대화 상자에서 (도면층, 도면 설정, 특성 또는 다중선 문자)  

   색상 대화 상자를 열어줍니다. 

2. 색상 표 탭을 클릭합니다. 

3. 목록에서 색상 표를 선택합니다. 

4. 색상 검색 범위를 좁히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색상 목록에서 사용 가능한 경우 색상 표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페이지는 큰 색상 표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색상을 그룹화하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도면에 사용된 색상표 색상만 표시를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에 사용된 색상만 리스트에 표시됩니다.) 

5. 원하는 색상을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A 

 
 
 
 

B 

E 

 
 

 

C 
 

D 

 
 

 
A. 색상 표를 선택합니다. 

B. 색상 표 색상을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C. 현재 도면에 사용된 색상 표 색상만 나열하려면 선택합니다. 

D. 색상 표를 만들고 수정하려면 클릭합니다. 

E. 선택한 색상과 해당 RGB 값을 표시합니다. 

 

 

 

색상 표 만들기 

사용자가 제공하거나 타사에서 개발한 색상 표를 가지고 있거나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각 색상 표에는 .acb 확장자가 있으며  

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 형식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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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표를 만들기 

1. 원하는 대화 상자에서 (도면층, 도면 설정, 특성 또는 다중선 문자)  

색상 대화 상자를 열어줍니다. 

2. 색상 표 탭을 클릭합니다. 

3. 색상 표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4. 색상 표 편집기 대화 상자에서 새로 만들기 도구 ()를 클릭합니다. 

5. 색상 표 이름에 색상 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색상 대화 상자의  

색상 표 탭에 있는 색상 표 목록에 나타납니다. 

6. 다음을 수행하여 색상 표에서 구성 페이지를 정의합니다. 

⚫ 색상 표의 내용에서 페이지를 추가할 기존 페이지 또는 색상을 클릭합니다. 

⚫ 팔레트에서 색상을 정의합니다. 

⚫ 페이지 이름을 입력한 다음 페이지 추가를 클릭합니다. 

7. 다음을 수행하여 색상 표에서 색상을 정의합니다. 

⚫ 색상 표의 내용에서 색상을 추가할 기존 페이지 또는 색상을 클릭합니다. 

⚫ 팔레트에서 색상을 정의합니다. 

⚫ 색상 이름을 입력한 다음 색상 추가를 클릭합니다. 

8.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색상 표의 기존 페이지 및 색상을 변경합니다. 

⚫ 페이지 및 색상 수정 -색상 표에서 페이지 또는 색상을 선택하고 팔레트에서 새 색상 설정을 정의하고 

이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입력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 페이지 및 색상 삭제 -색상 표에서 페이지 또는 색상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 페이지 및 색상 재정렬 -색상 표에서 페이지 또는 색상을 선택한 다음 위쪽 화살표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9. 색상 표 편집기 대화 상자에서 저장 도구를 클릭합니다. 

10.  색상 표의 파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으로 파일은 4MCAD 가 색상 표를 검색하는 기본 폴더에 저장됩니다.) 

 

 

A 

M 

L 

 

 
B 

K 

 

 

C 
D          J 
E 
F                        I 
 

G 

                       H 

 

 

 
 

A.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색상 표를 만듭니다. 열기를 클릭하여 색상 표를 엽니다.  

저장을 클릭하여 색상 표를 저장하십시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여 새 파일 이름으로 색상 표를 저장합니다. 

B. 페이지 또는 색상을 선택하여 수정, 삭제 또는 재정렬하거나 설정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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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클릭하여 색상 표에 새 페이지를 만듭니다. (현재 색상 설정을 사용합니다.) 

D. 색상 표에 새 색상을 만들려면 클릭(현재 색상 설정을 사용합니다.) 

E. 클릭하여 선택한 페이지 또는 색상을 색상표에서 삭제 

F. 현재 색상 설정을 사용하기 위해 선택한 페이지 또는 색상을 재정의하려면 클릭합니다. 

G. 선택한 페이지 또는 색상을 위로 이동하기 위해 클릭하게 되면 색상 표에서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H. 원하는 페이지 이름 또는 색상을 입력합니다. (색상 표에 나타납니다.) 

I. 색조, 채도의 양을 입력 (또는 확인)합니다. 

J. 슬라이드 하거나 클릭하여 색상 정도를 조정합니다. 

K. 클릭하여 색상을 선택합니다. 

L. 색상 표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색상표 수정 
자신 만의 색상 표와 4MCAD 와 함께 제공되는 색상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4MCAD 와 함께 제공된 색상 표를 수정하는 경우 원래 색상 표를 덮어쓰지 않도록  

먼저 새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상 표를 수정하기 

1. 원하는 대화 상자에서 (도면층, 도면 설정, 특성 또는 다중선 문자)  

색상 대화 상자를 열어줍니다. 

2. 색상 표 탭을 클릭합니다. 

3. 수정할 색상 표를 선택합니다. 

4. 색상 표 편집기를 클릭합니다. 

5. 색상 표 이름에 색상 표 이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입력합니다.  

변경한 이름은 색상 대화 상자의 색상 표 탭에 있는 색상 표 목록에 나타납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색상 표의 페이지 또는 색상을 수정합니다. 

⚫ 페이지 추가 —  

색상 표의 내용에서 페이지를 추가할 기존 페이지 또는 색상을 클릭합니다. 팔레트에서 색상을 

정의하고 페이지 이름을 입력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 색상 추가 —  

색상 표의 내용에서 색상을 추가할 기존 페이지 또는 색상을 클릭합니다. 팔레트에서 색상을 

정의하고 색상 이름을 입력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 페이지 및 색상 수정 —  

색상 표에서 페이지 또는 색상을 선택하고 팔레트에서 새 색상 설정을 정의하고 이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입력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 페이지 및 색상 삭제 —  

색상 표에서 페이지 또는 색상을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 페이지 및 색상 재정렬 — 색상 표에서 페이지 또는  

색상을 선택한 다음 위쪽 화살표 또는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7.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색상 표를 저장합니다. 

⚫ 동일한 파일 이름으로 색상 표를 저장하려면  

색상 표 편집기에서 저장 도구를 클릭합니다. 

⚫ 색상 표를 새 파일 이름 또는 새 위치에 저장하려면  

색상 표 편집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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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표 불러오기 

클라이언트가 제공했거나 타사에서 개발한 색상 표가 있는 경우  

4MCAD 에서 찾을 수 있는 폴더에 간단히 저장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색상 표는  

\ Documents and Settings \ YourName \ My Documents \ Color Books  

폴더에 저장됩니다. 

색상표 불러오기 

1. 4MCAD 가 색상 표를 검색하는 폴더에 색상 표를 저장합니다.  

폴더 위치를 확인하려면 도구> 옵션을 선택하고 경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경로 목록에서 색상 표 폴더를 찾으십시오. 

2. 색상 대화 상자에서 색상 표 탭을 클릭합니다.  

이전에 로드 한 색상 표가 색상 표 목록에 표시됩니다. 

그리드, 스냅 정렬 및 커서 제한 사용 
그리드 및 스냅 설정은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면에서 사용하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많은 사용자가 그리드 점을 스냅 설정에 일치시키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서로 독립적이므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그리드 포인트는 시각적 참조용입니다.  

도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인쇄하지도 않습니다.  

스냅포인트는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정되면 새 객체 생성을 제한합니다. 

또한 커서를 직각으로 만 이동하도록 제한하거나 안내선이 지정된 극각 증분으로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참조 그리드 설정 

참조 그리드는 일정한 간격의 점 또는 선 패턴으로 표시됩니다.  

격자를 켜고 끌 수 있으며 점 또는 선의 간격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참조 그리드는 선으로 표시되며 조정 가능  

(확대/축소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조정 됨)하여 객체를 정렬하고  

객체 간의 거리를 시각화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하는 경우 도면의 한계 내에서만 표시되도록 그리드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켜기/끄기/그리드 간격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 메뉴에서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도구>리본에서 도면설정을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스냅 및 그리드 탭을 클릭합니다. 

4. 그리드 켜기 확인란을 클릭하여 그리드를 켜거나 끕니다. 

5. 격자 간격의 X 필드에서 수평 격자 간격을 선택합니다. 

6. 그리드 간격 아래의 Y 필드에서 수직 그리드 간격을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격자 표시를 켜고 끄기 

상태 표시 줄에서 그리드 설정을 두 번 클릭하고 설정 도구 모음에서  

참조 그리드 도구 ()를 클릭하거나 F7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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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직교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클릭합니다. 

B. 십자선을 가장 가까운 곳에 잠그려면 클릭하십시오. 

C. 스냅 모드를 활성화하려면 클릭합니다. 

D. x 및 y 스냅 간격을 지정합니다. 

E. 극좌표 스냅 간격을 지정합니다 (스냅유형이 극좌표로 설정됨). 

F. 표준 그리드 스냅 사용 여부 선택 그리드 또는 극좌표 스냅을 사용합니다. 

G. 직사각형 또는 등각 투영 스냅을 사용하려면 클릭합니다.  

등각 투영 인 경우 초기 등각평면을 선택합니다 (상단, 왼쪽 또는 오른쪽) 

H. 스냅 원점의 x 및 y 좌표를 지정합니다. 

I. 스냅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그리드는 스냅 설정과 일치하도록 회전하여 표시됩니다. 

J. 종이 시트 및 레이아웃에 대해 점선 격자를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탭).  

클릭하지 않으면 줄이 있는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K. 모델 공간에 대한 점선 그리드를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모델 탭).  

클릭하지 않으면 줄이 있는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L. 클릭하면 한계 영역을 벗어난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M. 확대/축소 수준이 그리드 단위보다 작은 경우 그리드를 분할하려면 클릭합니다  

(어댑티브 그리드가 켜져있는 경우 사용 가능). 

N. 확대/축소 비율에 따라 비례 적으로 조정되는 적응 그리드를 활성화하려면 클릭합니다. 

O. 모든 주 그리드 선에 대해 표시할 보조 그리드 선 수를 입력합니다. 

P. x 및 y 그리드 간격을 지정합니다. 

Q. 클릭하면 참조 그리드가 표시됩니다. 

 

스냅 간격 설정 

그리기 정확도를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은 스냅 간격을 켜고 설정하는 것입니다.  

스냅이 켜지면 프로그램은 선택 지점을 미리 결정된 스냅 간격으로 제한합니다.  

스냅 간격을 그리드 간격의 일부 간격이나 다른 관련 설정에  

일치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설정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냅 설정을 켜고 스냅 간격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A 
B 
 

C 

D 

E 

Q 

P 

O 

 

F 

G   
N 
M 
L 

H 

I 
K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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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스냅 및 그리드 탭을 클릭합니다. 

4. Snap On 확인란을 클릭하여 스냅을 켭니다. 

5. 스냅 간격 아래의 X 필드에서 수평 스냅 간격을 선택합니다. 

6. 스냅 간격 아래의 Y 필드에서 수직 스냅 간격을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스냅 설정을 켜고 끄는 단축키를 사용. 

상태 표시 줄에서 스냅 설정을 두 번 클릭하거나 F9 를 누릅니다  
스냅 간격을 설정하는 것 외에도 스냅 및 그리드 방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정렬을 회전하거나 등각 투영 도면을 작성하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스냅 및 그리드 각도와 기준점 변경 

스냅과 그리드는 일반적으로 도면 원점 인 표준 좌표계 (WCS)의 0,0 좌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른 

위치를 기준으로 객체를 그리는 데 도움이 되도록 스냅 및 그리드 원점을 재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를 다른 각도로 회전하여 십자선을 새 그리드 각도로 재정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드가 켜져 있고 그리드 간격이 0,0 이면 그리드의 기본값은 스냅 간격입니다. 

스냅 각도 및 기준점을 변경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 도구> 도구 모음에서 도구>리본에서 도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스냅 및 그리드 탭을 클릭합니다. 

4. Snap On 확인란을 클릭하여 스냅을 켭니다. 

5. 그리드 켜기 확인란을 클릭하여 그리드를 켭니다. 

6. 스냅 기준점에 새 스냅 원점의 x 좌표와 y 좌표를 입력합니다. 

7. 회전에서 스냅 회전 각도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그리드 표시도 변경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그리드 및 스냅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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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 

등각 투영 스냅 및 그리드 사용 

등각 투영 스냅 및 그리드 옵션을 사용하여 2 차원 등각 투영 도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등각 투영 옵션을 사용하면 단순히 종이에 그리는 것처럼  

2 차원 평면에 시뮬레이션 된 3 차원 보기를 그리는 것입니다.  

등각 투영 도면과 3 차원도면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3 차원 공간에서 3 차원 도면을 작성합니다. 

등각 투영 옵션은 항상 왼쪽, 오른쪽 및 위쪽으로 표시되는 세 개의 설정된 평면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면의 

배열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스냅 각도가 0 이면 세 개의 등각 투영 축은 30 도, 90 도, 150 도입니다. 

등각 투영 스냅 옵션을 사용하고 등각 투영 평면을 선택하면  

스냅 간격, 그리드 및 십자선이 현재 평면과 정렬됩니다.  

그리드는 항상 등각 투영으로 표시되며 Y 좌표를 사용하여 그리드 간격을 계산합니다.  

직교 그리기 (Draw Orthogonal) 확인란을 클릭하면 프로그램이  

객체 그리기를 현재 ISO 미터법 평면으로 제한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등각 투영 평면 간에 전환하기 

F5 를 누릅니다.  

 

등각 투영 스냅 및 그리드 옵션을 켜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 도구 도구 모음에서 도구>리본에서 도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스냅 및 그리드 탭을 클릭합니다. 

4. Snap On 확인란을 클릭하여 Snap 을 켭니다. 

5. 그리드 켜기 확인란을 클릭하여 그리드를 켭니다. 

6. 스냅 유형에서 등각 투영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ISO 미터법  

평면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상단, 왼쪽 또는 오른쪽)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등각 투영 평면 왼쪽 (A), 오른쪽 (B), 위쪽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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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교 잠금 사용 

커서 이동을 현재 수평 및 수직 축으로 제한하여 직각 또는 직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 0 도 방향 ("3 시"또는 "동쪽"위치의 각도 0)에서 직교 그리기 옵션을 활성화하면 선이 0 도, 

90 도, 180 도로 제한됩니다. 또는 270 도. 선을 그릴 때 고무줄 선은 커서에서 가장 먼 축에 따라 가로 또는 

세로 축을 따릅니다. 등각 투영 스냅 및 그리드를 활성화하면 커서 이동이 현재 등각 투영 평면 내에서 

해당하는 직교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때때로 직교 잠금이 켜져 있어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4MCAD 는 명령 모음에 좌표를 입력하거나 객체 스냅을 사용할 때 직교 잠금을 무시합니다. 또한 직교 잠금 및 

극좌표 추적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옵션을 켜면 다른 옵션이 꺼집니다. 
 

 

직교 잠금을 사용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 도구 도구 모음>도구>리본에서 도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직교 그리기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직교 잠금을 켜고 끕니다. 

상태 표시 줄에서 ORTHO 설정을 두 번 클릭하고 설정 도구 모음에서 직교 

그리기 도구 를 클릭하거나 F8 키를 누릅니다. 
 

 

극좌표 추적 사용 

극좌표 추적이 켜져 있으면 지정한 극좌표 각도 증분으로 안내선이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극좌표 추적이 45 도에서 설정된 선을 그리면  

고무 밴딩 선이 45 도 각도 증분으로 표시됩니다. 

극좌표 추적을 활성화하고 극좌표 각도 증분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 도구 도구 모음>도구>리본에서 도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극좌표 추적 탭을 클릭합니다. 

4. 극좌표 추적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극선의 각도 증분을 지정합니다. 

⚫ 단위로 각도를 선택합니다. 

⚫ 추가 각도 확인란을 선택하고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사용자 정의 각도 증분을 정의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극좌표 추적을 켜고 끄기 

상태 표시 줄에서 극 설정을 두 번 클릭하고 명령 줄에 POLARTRACK 을 입력 

하거나 F10 을 누르거나 Ctrl + U 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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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F 

 
 
 
 
 
 
 

A. 극좌표 추적을 선택합니다. 
B. 화면에 극좌표 추적 가이드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C. 안내선을 표시할 각도를 선택합니다. 
D. 증분 각도 목록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각도 증분을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E. 새 각도 증분을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F. 추가 각도 목록에서 현재 선택한 각도를 삭제하려면 클릭합니다. 

 
 

객체 스냅 사용 
객체 스냅을 사용하면 해당 포인트의 정확한 좌표를 몰라도 기존 객체에서 정확한 기하학적 

포인트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 스냅을 사용하면 선 또는 호의 끝점, 원의 중심점, 두 

객체의 교차점 또는 기타 기하학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기존 객체에 접하거나 수직인 객체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이나 다른 객체를 그리는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점을 지정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할 

때마다 객체 스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방법 중 하나로 객체 스냅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 활성화된 다른 명령이 없을 때 객체 스냅을 선택하여 끌 때까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되는 활성 객체 스냅을 활성화합니다. 

⚫ 다른 명령이 활성 상태 일 때 객체 스냅을 선택하여 단일 선택에 대해  

일회성 객체 스냅을 활성화합니다. 일회성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실행중인 객체 스냅을 재정의 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 스냅의 이름을 입력하는 경우 전체 이름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스냅 이름의 처음 세 글자 만 입력합니다. 
 

 

객체 스냅을 사용할 때 프로그램은 보이는 객체 또는 객체의 보이는 부분만 인식합니다.  

꺼진 도면층의 도면 요소 또는 파선의 빈 부분에 스냅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상의 객체 스냅을 지정하면 객체 스냅 대상 상자가 십자선에 추가됩니다.  

또한 활성 객체 스냅을 나타내는 아이콘이 십자선 옆에 나타납니다.  

객체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대상 상자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스냅점으로 스냅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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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스냅 설정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객체 스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를 선택하고 객체 스냅에서 설정하려는 객체 스냅을 선택합니다. 

⚫ 도구> 객체 스냅을 선택하고 설정하려는 객체 스냅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모음에서 객체 스냅 도구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명령 모음에서 객체 스냅 명령을 입력합니다. 

⚫ 상태 표시 줄에서 ESNAP 를 두 번 클릭합니다. 

⚫ 그리기 창에서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는 동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객체 스냅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한 다음 설정할 객체 스냅을 선택합니다. 

도면 설정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객체 스냅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도구> 객체 스냅> 객체 스냅 설정을 선택합니다.  

좌표 입력 탭이 활성화된 도면 설정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객체 스냅 모드 목록에서 설정하려는 각 객체 스냅의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객체 스냅이 활성화된 경우 몇 가지 표시기가 있습니다. 

객체 스냅을 선택하면 메뉴의 객체 스냅 옆에 체크 표시가 나타나고 객체 스냅 도구 모음이 활성화된 경우 관련 도구가 

표시되며 드로잉 설정 대화 상자의좌표 탭에서 해당 상자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객체 스냅 대상 상자의 크기를 변경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  도구 도구 막대>도구>리본에서 도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객체 선택 탭을 클릭합니다. 

4. 객체 스냅에서 조리개 필드의 값을 변경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A 

 
 
 
 
 
 
 

B 

 
 
 
 
 
 
 

A 객체 선택 클릭. 

B 객체 스냅 크기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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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점 

근처점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 스냅 합니다. 커서에 시각적으로 가장 가까운 호, 원, 

타원, 타원형 호, 선, 점, 폴리선 세그먼트, 광선, 스플라인, 무한선 또는 해치 패턴에서 가장 가까운 점에 

스냅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스냅을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가장 가까운 스냅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근처점 (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근처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근처점 클릭합니다. 

⚫ 가장 가까운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끝점 

끝점 스냅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객체의 끝점에 스냅 합니다. 호, 선, 폴리선 세그먼트, 광선, 해치 

패턴, 평면 또는 3 차원면의 가장 가까운 끝점에 스냅 할 수 있습니다. 객체에 두께가 있는 경우 끝점 

스냅은 객체 모서리의 끝점에도 스냅 됩니다. 

끝점 스냅을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끝점 스냅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끝점 스냅 (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끝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끝점 스냅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endpoint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끝점에 스냅 하려면 끝점 (A) 근처의 객체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합니다. 

중간점 

중간 점 스냅 도구를 사용하여 다른 객체의 중간 점에 스냅 합니다. 호, 타원, 선, 폴리선 세그먼트, 평면, 

무한 선, 스플라인 또는 해치 패턴의 중간 점에 스냅 할 수 있습니다. 무한 선의 경우 중간 점이 첫 번째 

정의된 점에 스냅 됩니다.  

객체에 두께가 있는 경우 중간 점 객체 스냅은 객체 모서리의 중간 점에도 스냅 됩니다. 

 

m2p 또는 mtp 를 입력하여 두 점의 중간 점에 한 번 스냅 할 수 있습니다.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선택한 두 점과 같은 점을 지정합니다. 
 

 
중간점 스냅을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중간 점 스냅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중간 점 스냅 (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중간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중간 점 스냅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midpoint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중간 점에 스냅 하려면 요소의 중간 점 (A) 근처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합니다.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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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점 

중점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의 중심점에 스냅 합니다. 호, 원, 다각형, 타원 또는 타원형 호의 중심에 스냅 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 스냅 하려면 객체의 보이는 부분을 선택해야합니다. 

중심점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중앙 스냅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중심점 (객체 스냅)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가운데 스냅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중심 스냅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cent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중앙에 스냅 하려면 객체 (A)의 보이는 부분에서 아무 곳이나 선택합니다 

수직점 

수직점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의 수직점에 스냅 합니다. 호, 원, 타원, 선, 폴리선,  

무한 선, 광선, 스플라인, 해치 패턴 또는 평면의 모서리에 스냅하여 해당객체의 가상 확장을 

사용하여 수직 정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수직 스냅을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수직 스냅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수직점 (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수직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수직점을 클릭합니다. 

⚫ 수직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객체 (B)에 수직 각도 (A)를 형성하기 

 

접점 

접점 사용하여 다른 객체의 접선 점에 스냅 합니다. 이전 점에 연결될 때 해당객체에 접하는 선을 

형성하는 호, 타원, 스플라인 또는 원의 점에 스냅 할 수 있습니다. 

접점을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접선 스냅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접점 (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접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접점을 클릭합니다. 

⚫ tangent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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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선에 스냅하려면 접선 점 (A) 근처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사분점 

사분점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의 사분점에 스냅합니다. 호, 원, 타원 또는 타원형 호의 가장 가까운 

사분면에 스냅 할 수 있습니다. 

사분점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분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사분점 (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사분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사분점을 클릭합니다. 

⚫ quadrant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사분점에 스냅하려면 사분점 (A) 근처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삽입점 

삽입점을 사용하여 속성, 블록 또는 문자 도면 요소의 삽입 점에 스냅 합니다. 

삽입점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삽입점(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삽입 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삽입점을 클릭합니다. 

⚫ 삽입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삽입점에 스냅 하려면 객체 (A)의 아무 곳이나 선택합니다.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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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드점 
노드점을 사용하여 점 객체에 스냅 합니다. 

노드점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노드점을 선택합니다. ( 

⚫ 리본에서 그리기> 노드점 (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노드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노드점 클릭합니다. 

⚫ node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점 객체에 스냅하려면 객체 (A)를 선택합니다. 

평행 

평행 스냅 도구를 사용하여 새 객체의 두 번째 및 후속 점을 선택할 때 평행 가이드를 표시합니다. 

안내선은 다른 선, 무한 선, 광선 또는 폴리선의 선형 세그먼트에 표시하는 점과 평행하게 

표시됩니다. 

 

평행 스냅을 사용하기 전에 ORTHO 를 끕니다. 

켜져 있는 경우 상태 막대에서 ORTHO 를 두 번 클릭하여 끕니다. 
 

 

평행 스냅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평행 스냅 (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평행 스냅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평행 스냅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rallel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객체의 첫 번째 지점 (A)을 선택하고 원하는 평행 객체(B) 위로 마우스를 
이동한 다음 커서를 다시 새 객체로 이동하여 가이드를 봅니다. 
 

평행 점에 스냅하기 

1. 명령 (예: LINE)을 선택합니다. 

2. 객체의 첫 번째 점을 선택합니다. 

3. par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4. 커서를 원하는 평행 요소 위로 이동합니다. 작은 "x"는 위치를 표시합니다. 

5. 필요한 경우 추가 병렬 객체를 선택합니다. 평행선을 선택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6. 커서를 생성중인 객체로 다시 이동하고 평행선을 따라 객체의 다음 점을 선택합니다.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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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교차점 

가상 교차점은 3 차원 공간에서 교차하지 않지만 현재 뷰에서 교차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객체의 교차점에 

스냅 합니다. 호, 원, 선, 무한 선, 폴리선, 광선, 타원, 타원형 호, 스플라인, 해치 패턴, 다각형 메쉬 또는 폴리면 

메쉬의 조합으로 두 객체에 스냅 할 수 있습니다. 폴리선 또는 스플라인을 포함하여 단일 객체 내의 교차점에 

스냅 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된 겉보기 교차점 스냅 옵션은 두 객체 (선, 호 또는 타원형 세그먼트)가 무한 길이 인 경우 교차하는 

논리적 위치에 스냅 됩니다. 4MCAD 는 Line 또는 Circle 과 같은 명령을 선택한 후 명령 모음에 앱을 입력할 

때만 자동으로 확장 옵션을 사용합니다 (전체 명령 이름 아님). 확장된 명백한 교차점을 표시하기 위해 파선 

연장선이 그려집니다. 

 

교차 스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상 교차점 또는 교차점을 설정할 수 있지만 동시에 둘 다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 교차점 설정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정확한 교차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가상 교차점 (객체 스냅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가상 교차점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가상 교차점을 클릭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R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교차점에 스냅하려면 정확한 교차점 (A)을 선택합니다. 

빠른 스냅 명령 

1. 명령 (예 : LINE)을 선택합니다. 

2. app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3. 확장된 정확한 교차점을 선택합니다. 

점을 선택하면 확장된 가상 교차점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빠른 스냅 명령 

일반적으로 객체 스냅은 대상을 가로 지르는 모든 객체를 검색하고 대상 중심에 가장 가까운 객체를 

선택합니다. 빠른 스냅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객체 유형의 점이 하나 이상 있는 객체를 찾는 즉시 

프로그램이 스냅 점 검색을 중지하도록 현재 객체 스냅을 수정합니다. 

빠른 스냅 설정하기 

⚫  quick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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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스냅 지우기 도구 

객체 스냅 지우기 도구를 사용하여 메뉴, 도구, 명령 또는 도면 설정 대화 상자 정확한 객체 스냅을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객체 스냅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그리기> 객체 스냅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객체 스냅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객체 스냅 도구 모음에서 객체 스냅 지우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no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포인트 도구 

시작점 도구를 사용하여 점 선택을 오프셋 할 임시 기준점을 설정합니다. 

시작점 도구는 다른 활성 명령이 점을 요청하는 동안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오프셋 점을 설정하기 

1. 명령 (예: 줄 또는 이동)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시작 지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점에서 (객체 스냅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포인트 시작을 선택합니다. 

⚫ 객체 스냅 도구 막대에서 시작점 도구를 클릭합니다. 

⚫ from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3. 임시 기준점을 배치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4. 다음 점을 찾을 기준점으로부터의 오프셋 거리 (예: (@ 8.5,0))를 입력합니다. (8.5,0)을 입력하면 

기준점의 상대 점이 아니라 UCS 원점의 절대 점이 배치됩니다. 

5. 원래 명령을 계속합니다. 

임시 추적점 

임시 추적점을 사용하여 명령을 사용하는 동안 임시 추적 점을 설정합니다.  

임시 추적 지점 도구는 다른 활성 명령이 지점을 요청하는 동안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추적 지점을 설정하기 

1. 명령 (예: 줄 또는 이동)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임시 추적 지점을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그리기> 임시 추적 점 (객체 스냅)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임시 추적 점을 선택합니다. 

⚫객체 스냅 도구 모음에서 임시 추적 점 도구를 클릭합니다. 

⚫TT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3. 임시 추적 지점을 표시할 지점을 선택합니다. 

4. 원래 명령을 계속합니다. 

 

두 점 사이의 중간 도구 

두 점 사이의 중간 도구를 사용하여 두 점 사이의 임시 중간 점 스냅을 설정 

합니다. 두 포인트 사이의 중간 도구는 다른 활성 명령이 포인트를 요청하는 

동안에 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사이에 임시 중간 점 스냅을 설정하기 

1. 명령 (예 : 줄 또는 이동)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두 지점 사이의 중간 ()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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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본에서 그리기> 두 점 사이 중간 (객체 스냅)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도구> 객체 스냅> 두 포인트 사이의 중간을 선택합니다. 

⚫객체 스냅 도구 모음에서 두 점 사이의 중간 도구를 클릭합니다. 

⚫m2p (또는 mtp)를 입력 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3. 첫 번째 점을 선택합니다. 

4. 두 번째 점을 선택합니다. 중간 점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5. 원래 명령을 계속합니다 

 

플라이 오버 스냅 사용 

플라이 오버 스냅은 객체 스냅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도구입니다.  

플라이 오버 스냅이 켜져 있으면 4MCAD 는 도면 주위에서 십자선을 이동할 때 일치하는 객체 스냅 점에 

컬러 마커를 표시합니다. 

플라이 오버 스냅 설정 

플라이 오버 스냅이 활성화되고 다중 객체 스냅이 켜져 있는 경우 Tab 키를 눌러 대상 상자에 포함된 객체의 

사용 가능한 객체 스냅 지점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끝점 및 중간 점 스냅이 켜져 있고 조리개 

상자가 선에 있는 경우 Tab 키를 눌러 선의 가장 가까운 끝점과 중간 점 사이를 순환합니다. 

 

플라이 오버 스냅 옵션을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하거나 도구>  

객체 스냅을 선택합니다.> 객체 스냅 설정. 

⚫ 도구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객체 스냅 탭을 클릭합니다. 

4. 디스플레이 옵션을 클릭합니다. 옵션 대화 상자가 열리고 스냅 탭이 표시됩니다. 

5. 플라이 오버 스냅 사용을 선택하여 플라이 오버 스냅을 켭니다. 

6. 스냅 마크의 색상, 크기 및 두께를 포함한 플라이 오버 옵션을 설정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플라이 오버 스냅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09 페이지의 "스냅 핑 탭의 옵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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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스냅 추적 사용 

객체 스냅 추적이 켜져 있으면 안내선이 임시 추적 점에서 바깥쪽으로 지정된 각도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객체의 상대적 위치를 사용하여 객체를 그리고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기존 선의 

y 좌표가 동일한 블록 삽입).  

임시 추적 점은 빨간색 더하기 기호로 표시되며 도면의 어느 곳에 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추적 지점이 

표시되는 위치를 선택하려면 먼저 지점을 요청하는 명령을 활성화합니다. 

⚫ 커서를 이동하고 개체 스냅 지점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추적 지점을 추가합니다. 

⚫ 임시 추적 점 명령을 선택한 다음 추적 점이 상주할 도면의 아무 곳이나 선택합니다. 

⚫ 커서를 기존 추적 지점 위로 이동하여 추적 지점을 제거합니다. 

90 도 증분 또는 극좌표 추적에 대해 정의된 추가 증분으로 안내선을 표시하도록 객체 스냅 추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 요소 스냅 추적을 설정하여 현재 UCS 또는 마지막으로 그린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안내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객체 스냅 추적을 사용하려면 하나 이상의 객체 스냅이 켜져 있어야 하며 실행 중인 스냅은 끌 수 없습니다. 

객체 스냅 추적을 사용하기 위해 극좌표 추적을 켤 필요는 없습니다. 

객체 스냅 추적 켜거나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 메뉴에서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객체 스냅 탭을 클릭합니다. 

4. 객체 스냅 추적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객체 스냅 추적을 켜고 끄기 

상태 표시 줄에서 ETRACK 설정을 두 번 클릭하고 ENTTRACK 을 입력하거나 F11 을 누릅니다. 

 

 

 
 

명령을 시작하고 하나 이상의 객체 스냅 지점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추적 지점 

(A 다음에 B)으로 표시한 다음 커서를 이동하여 안내선을 봅니다  

(C). 이 예에서는 중간 점 스냅이 켜져 있고 객체 스냅 추적이 90 도 증분으로 표시됩니다. 

객체 스냅 추적에 대한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 메뉴에서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좌표 입력 탭을 클릭합니다. 

3. 극좌표 추적 탭을 클릭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객체 추적 설정을 지정합니다. 

⚫ 직교 극좌표 추적 설정에 관계없이 객체 스냅 추적에 90 도 각도 증분만 사용됩니다. 

⚫ 모든 극좌표 추적 각도 사용 90 도 각도 증분 이외의 각도를 포함하여  

정의된 모든 극좌표 추적 각도가 객체 스냅 추적에 사용됩니다.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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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객체 스냅 추적을 위해 안내선 각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 안내선은 현재 UCS 에 상대적인 각도로 표시됩니다. 

⚫ 마지막 세그먼트 기준 가이드는 여러 세그먼트가 있는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그린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한 각도로 표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는 절대 각도로 표시됨). 

6. 확인을 클릭합니다. 

 

 

 

 

 

 

 
 

B 

 

 
A 

 
 
 
 
 
 
 

A. 극좌표 추적을 위해 90 도 증분 각도 또는 추가 각도에 지정된 모든 각도를 사용하려면 선택합니다. 
B. 가이드 각도를 현재 UCS 를 기준으로 계산할지 아니면 세그먼트가 두 개 이상인 도면 요소를 그릴 때  

이전에 그린 마지막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계산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도면 저장 
도면을 저장하면 작업이 도면 (.dwg) 파일에 저장됩니다. 

처음으로 도면을 저장한 후 새 이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도면 (.dwg) 파일 외에도 도면 교환 형식 (.dxf) 

파일 또는 도면 템플릿 (.dwt) 파일로 도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을 사용하여 도면을 작성한 경우 도면을 저장해도 원본 템플릿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도면 파일에 대한 추가 보안 수준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암호를 아는 사람만 도면을 열 수 있도록 암호를 

사용하여 도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도면 저장 
도면을 저장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저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저장을 클릭하거나  

리본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저장을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저장을 클릭합니다. 

⚫ save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 qsave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도면을 처음 저장할 때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도면 이름을 입력할 수 있도록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도면을 처음 저장할 때 모든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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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B 

C 

D 
 

A. 파일 크기에 대한 설명, 작성 날짜 및 기타 도면 정보를 표시합니다. 

B. 도면을 저장할 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도면을 열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도면 미리보기를 켜거나 끕니다. 

D. 암호로 도면을 저장합니다. 

E. 저장하기 전에 도면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새 이름 또는 파일 형식으로 도면 저장 
새 이름과 다음 파일 형식 중 하나로 도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확장자가 .dwg 인 표준 도면 파일. 다양한 버전의 AutoCAD 와 호환되는 .dwg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파일 확장자가 .dxf 인 도면 교환 형식 파일. 다양한 버전의 AutoCAD 와 호환되는 .dxf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파일 확장자가 .dwt 인 도면 템플릿. 도면 템플릿을 사용하면 도면 설정 및 객체를 재사용하는 새 

도면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새 이름 또는 파일 형식으로 도면을 저장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거나 리본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 saveas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에서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3. 생성하려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양한 파일 형식으로 내보내서 도면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55 페이지의 "도면 내보내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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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를 사용하여 도면 저장 

도면에 기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정보에 액세스 할 수 있는 사용자를 제어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보안 수준이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암호를 아는 사람 만 도면을 열 수 있도록 

암호를 사용하여 도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사용하여 도면을 저장하려면 AutoCAD 버전 2004 이상용 .dwg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암호를 기록하거나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도면의 암호를 잊어버린 경우 도면을 열거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암호를 안전한 장소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로 도면을 저장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거나 

 리본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 saveas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에서 

     .dwg 파일을 선택합니다. AutoCAD 버전 2004 이상. 

3.  암호 보호를 클릭합니다. 

4.  도면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합니다. 

5.  파일 이름에서 만들려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7.  암호 대화 상자에 암호를 입력합니다. 

8.  원하는 경우 암호를 기록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무승부를 잊어버린 경우 ing 의 암호로 

인해 도면을 열거 나 복구할 수 없습니다. 

9. 확인을 누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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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객체 만들기 
단순 객체에는 선 (유한 및 무한), 원, 호, 타원, 타원형 호, 점 및 광선이 포함됩니다.  

또한 4MCAD 에는 간단한 객체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프리 핸드스케치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 방법을 포함하여 간단한 객체를 만드는 여러 방법을 설명합니다. 

⚫ 그리기 메뉴에서 메뉴 명령을 사용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 명령 모음에 명령을 입력합니다. 

경우에 따라 객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이 가이드에는 한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객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의 명령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도구 또는 그리기 명령을 사용할 때 프로그램은 끝점이나 삽입 점과 같은 좌표점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명령 모음에 좌표 값을 입력하여 점 또는 거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릴 때 4MCAD 는 또한 그리는 객체 유형에 대한 적절한 추가 옵션과 함께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상자를 

표시합니다. 객체를 생성한 후 객체 수정 도구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은 시작점과 끝점의 두 점으로 구성됩니다.  

일련의 선을 연결할 수 있지만 각 선 세그먼트는 별도의 선 객체로 간주됩니다. 

 

선 그리기 
선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라인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선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선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선 도구를 클릭합니다. 

⚫ 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끝점을 지정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시작점 (A)과 끝점 (B). 

프롬프트 상자는 그릴 때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선 세그먼트를 그릴 때 길이 또는 

방향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선 세그먼트를 그린 후 실행 취소를 클릭하여 이전 선 

세그먼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완료를 클릭하여 라인 명령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선 

세그먼트를 그린 후 닫기를 클릭하여 그린 첫 번째 선 세그먼트의 시작점에 연결되는 선 세그먼트를 그려서 

선 명령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린 엔객체가 호인 경우 호의 끝점에 접하고 시작하는 선을 그릴수도 있습니다. 

호 끝에서 연속으로 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라인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선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선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선 도구를 클릭합니다. 

⚫ 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팔로우를 선택합니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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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이전 호의 끝점 (A) 및 선의 길이 (B). 

원 그리기 
원을 그리는 기본 방법은 중심점과 반지름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 중심 반경 

⚫ 중심 지름 

⚫ 2 점 

⚫ 3 점 

⚫ 반경 접선 

⚫ 접선-접선-접선 

⚫ 호를 원으로 변환 

중심과 반지름을 지정하여 원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Circle Center-Radius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원 중심-반지름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원 중심-반지름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원> 원 중심-반지름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 중심-반지름 도구를 클릭합니다. 

⚫ circ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3. 원의 반경을 지정합니다. 

 
중심점 (A) 및 반경 (B). 

 

중심과 지름을 지정하여 원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Circle Center-Diameter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원 중심 지름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원 중심 지름을 선택합니다. 3 단계를 수행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원> 원 중심 지름을 선택합니다. 3 단계를 수행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 도구를 클릭합니다. 

⚫ circ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지름을 선택합니다. 

4.  원의 지름을 나타내는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중심점 (A) 및 지름 (B). 

 

A 

 
B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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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의 두 끝점을 지정하여 원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원의 두 점을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원 2 점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원 2 점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원> 원 2-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3 단계로 이동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 도구를 클릭합니다. 

⚫ circ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2 점을 선택합니다. 

3.  원 지름의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합니다. 

4.  원 지름의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끝점 (A) 및 두 번째 끝점 (B). 

원주에 세 점을 지정하여 원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원의 3 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원 3 점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원 3 점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원> 원 3 점을 선택합니다. 3 단계로 이동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 도구를 클릭합니다. 

⚫ Circ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3 점을 선택합니다. 

3.  원 둘레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원 둘레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5.  원 둘레의 세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지점 (A), 두 번째 지점 (B), 세 번째 지점 (C). 

반지름과 두 개의 접선을 지정하여 원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Circle Radius-Tangents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원 반경 접선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원 반경 접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원> 원 반경 접선을 선택합니다. 3 단계로 이동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 도구를 클릭합니다. circ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Tangent-Tangent-Radius를 선택합니다. 

3.  원이 터치할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4.  원이 터치할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5. 원의 반경을 지정합니다. 

 
접선 (A) 및 (B)와 원의 반경 (C). 

A 

C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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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세 요소에 접하는 원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접선-접선-접선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원 접선-접선-접선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원 접선-접선-접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원> 접선-접선-접선을 선택합니다. 3 단계로 이동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 도구를 클릭합니다. 

⚫ circ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접선-접선-접선을 선택합니다. 

3.  원이 터치할 첫 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4.  원이 터치할 두 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5.  원으로 터치할 세 번째 요소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접선 객체 (A), 두 번째 접선 객체 (B) 및 세 번째 접선 객체 (C). 

호를 원으로 변환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호를 원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호를 원으로 변환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호를 원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원> 호를 원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호를 원으로 변환 도구를 클릭합니다. 

⚫ 3 단계로 이동합니다. 

⚫ circ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호를 원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3.  원으로 변환할 호를 선택합니다. 

 
원으로 변환할 호 (A)를 선택합니다 

 

호 그리기 
호는 원의 일부입니다. 호를 그리는 기본 방법은 시작점, 두 번째 점 및 끝점의 세 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 원호의 세 점. 

⚫ 시작점-중심-종점, 시작점-종점-중심 또는 중앙-시작점-종점 

⚫ 시작점 중심 포함 각도 또는 시작점 포함 각도 중심 

⚫ 또는 중심 시작점 포함 각도 

⚫ 시작점-중심-현 길이 또는 중심-시작점-현 길이. 

⚫ 시작점-종점 반경 또는 시작점-반경-종점. 

⚫ 시작점 포함 각도 또는 시작점 포함 각도 끝점. 

⚫ 시작점-종점 시작 방향 또는 시작점 시작 방향-종점. 

⚫ 시작점 반경 각도. 

⚫ 이전 호 또는 선의 접선 연속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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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점을 지정하여 호를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3 점 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3 점 호를 선택하거나 그리기> 3 점 호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호> 3 점 호를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3 점 호 도구를 클릭합니다. 

⚫ arc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끝점을 지정합니다. 

 

시작점 (A), 두 번째 점 (B) 및 끝점 (C). 

프롬프트 상자는 호를 그리기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호의 시작점을 지정한 후 각도, 중심, 방향, 끝점 또는 반지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순서로 옵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작점, 끝점 및 반지름을 지정하여  

호를 그리거나 시작점, 반지름 및 끝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 중심점 및 끝점을 지정하여 호를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Arc Start-Center-End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Arc Start-Center-End 를 선택하거나  

Draw> Arc Start-Center-End 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호> 호 시작-중심-끝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Arc Start-Center-End 도구를 클릭합니다. 

⚫ arc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Center 를 선택합니다. 

4.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5. 끝점을 지정합니다. 

 
시작점 (A), 중심점 (B) 및 끝점 (C). 

두 점과 사이 각을 지정하여 호를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Arc Start-End-Angle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Home> Arc Start-End-Angle 을 선택하거나  

Draw> Arc Start-End-Angle 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호> 호 시작-끝-각도를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호 시작-끝-각도 도구를 클릭합니다. 

⚫ arc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각도를 선택하거나 각도를 입력합니다. 

 

B 
 

C 

A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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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를 그리려면 사이 각에 양수 값을 입력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호를 그리려면 

사이 각에 음수 값을 입력합니다. 

5.  끝점을 지정합니다.  

 
시작점 (A), 끝점 (B) 및 사이 각 (C). 

마지막으로 그린 도면 요소가 호 또는 선인 경우 호  

또는 선의 끝점에 접하고 시작하는 호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호 또는 선에 접하는 호를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접하는 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접하는 호를 선택하거나 그리기> 접하는 호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호> 접하는 호를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접하는 호 도구를 클릭합니다. 3 단계로 이동합니다. 

⚫ arc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Follow 를 선택합니다. 

3. 끝점을 지정합니다. 

 

 
끝점 (A). 

 

호는 원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호를 원으로 변환 플라이 아웃 도구 

 

 

 

타원 그리기 
타원을 그리는 기본 방법은 타원 축의 끝점을 지정한 다음 두 번째 축 길이의 절반을  

나타내는 거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축의 끝점은 타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타원의 긴 축을 장축이라고 하고 짧은 축을 단축이라고 합니다.  

축을 정의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은 상대 길이에 따라 장축과 단축을 결정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타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 축-축 

⚫ 축 회전 

⚫ 중심 축 

⚫ 중심 회전 

 

 
C 

B 

A 

 
 

A 



80 C H A P T E R 

1 

 

A B 
C 

축 끝점을 지정하여 타원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타원 축-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Home> Ellipse Axis-Axis 를 선택하거나  

Draw> Ellipse Axis-Axis 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Draw> Ellipse> Ellipse Axis-Axis 를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타원 축-축 도구를 클릭합니다. 

⚫ ellipse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합니다. 

4.  다른 축의 절반 길이를 지정합니다. 
 

 
첫번째 축 끝점 (A), 두 번째 축 끝점 (B) 및 다른 축의 절반 길이 (C). 

 

 
 
 
 
 
 
 
 
 
 

타원형 호 그리기 
타원형 호는 타원의 일부입니다. 타원 호를 그리는 기본 방법은 타원 축의 끝점을 지정한 다음 두 번째 축 

길이의 절반을 나타내는 거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주축을 기준으로 타원 중심에서 측정 한 호의 

시작 및 끝 각도를 지정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타원형 호를 그릴 수 있습니다. 

⚫ 축-축 

⚫ 축 회전 

⚫ 중심 축 

⚫ 중심 회전 

축 끝점을 지정하여 타원형 호를 그리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타원 축-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타원형 호 축-축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타원형 호 축-축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타원형 호> 타원형 호 축-축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타원형 호 축-축 도구를 클릭합니다. 

⚫ ellipse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a (Arc)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끝점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끝점을 지정합니다. 

3. 다른 축의 절반 길이를 지정합니다. 

4. 호의 시작 각도를 지정합니다. 

5. 끝 각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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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 
C 

E 

B 

 

4MCAD 는 지정한 방향으로 타원형 호를 그립니다. 

도구> 도면 설정> 도면 단위 탭으로 이동합니다. 각도 단위 탭을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첫번째 축 끝점 (A), 두 번째 축 끝점 (B),  
다른 축의 절반 길이 (C), 호의 시작 각도 (D) 및 끝 각도 (E). 

 

객체 점 표시 
점 객체는 단일 점 또는 19 개의 다른 가능한 표시 스타일 중 하나로  

형식이 지정된 단일 x, y, z 좌표 위치입니다. 

점 표시 
한 번에 하나씩 또는 여러 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점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점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점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oint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점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여러 점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점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점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oint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중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3. 각 지점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포인트 객체의 크기 및 모양 변경 
점 요소의 크기와 모양을 변경하면 도면에 이미 있는 모든 점 요소와 이후에 그리는 모든 점에 영향을 줍니다. 

양수 값은 도면 단위로 측정된 점 객체의 절대 크기를 나타냅니다. 음수 값은 드로잉 화면에 상대적인 백분율을 

나타내므로 Zoom 명령을 사용하여 드로잉 배율을 변경할 때 포인트의 시각적 크기가 유지됩니다. 

점 요소의 크기와 모양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형식> 포인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ddptyp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포인트 표시 유형에서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3.  포인트 크기에서 포인트 크기를 선택하거나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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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면을 재생성하면 모든 점 객체가 변경되어 새로운 크기 및 모양 설정을 반영합니다. 

 

 

 

 

 
 

 

 

 

A 
 
 
 

B 
 
 
 

C 

 
 

 

A. 포인트 크기를 늘리거나 줄이려면 또는 값을 선택하십시오. 

B. 미리 설정된 포인트 크기 옵션 중 하나를 사용하려면 원하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C. 원하는 포인트 표시 유형의 버튼을 선택합니다 

 

광선 그리기 
광선은 한 점에서 시작하여 무한대로 확장되는 3 차원 공간의 선입니다.  

광선은 무한대로 확장되기 때문에 도면 범위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광선을 그리는 기본 방법은 광선의 시작점을 선택한 다음 방향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광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 수평은 현재 사용자 좌표 시스템 (UCS)의 x 축에 평행하게 광선을 그립니다. 

⚫ 수직은 현재 UCS 의 y 축에 평행하게 광선을 그립니다. 

⚫ 각도는 지정된 각도에 평행하게 광선을 그립니다. 

⚫ Bisect 는 기존 객체에 수직으로 광선을 그립니다. 

⚫ 평행은 기존 객체에 평행하게 광선을 그립니다. 

광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광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광선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광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광선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광선 도구를 클릭합니다. 

⚫ ray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방향을 지정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시작점 (A) 및 방향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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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선 그리기 
무한 선은 주어진 점을 통과하는 선으로, 3 차원 공간에서 지정된 각도로  

방향이 지정되고 양방향으로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무한 선은 무한대로 확장되므로 도면 범위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무한 선을 그리는 기본 방법은 선을 따라 점을 선택한 다음 선의 방향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무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 수평은 현재 UCS 의 x 축에 평행 한 무한 선을 그립니다. 

⚫ 수직은 현재 UCS 의 y 축에 평행 한 무한 선을 그립니다. 

⚫ 각도는 지정된 각도에 평행 한 무한 선을 그립니다. 

⚫ Bisect 는 기존 객체에 수직으로 무한 선을 그립니다. 

⚫ 평행은 기존 객체에 평행 한 무한 선을 그립니다. 

무한 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무한 라인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무한 선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무한 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무한 선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무한 선 도구를 클릭합니다. 

⚫ inf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선을 따라 점을 지정합니다. 

3.  방향을 지정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무한 선 (A)과 방향 (B)을 따라 가리킵니다. 

특정 각도 또는 기존 객체에 상대적인 각도로 무한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면 요소를 기준으로 지정된 각도로 무한 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무한 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무한 선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무한 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무한 선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무한 선 도구를 클릭합니다. 

⚫ inf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각도를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참조를 선택합니다. 

4.  참조 객체를 선택합니다. 

5.  선택한 요소를 기준으로 무한 선의 각도를 지정합니다. 

6.  무한 선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7.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참조 객체 (A) 및 객체 (B)에 대한 각도 

 
 

 

A B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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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선 그리기 
구성 선은 예를 들어 정면도 및 측면도의 투영을 만들기 위해 빠른 제도 기술이  

필요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유형의 무한 선입니다. 

무한 선과 유사하게 구성 선은 주어진 점을 통과하는 선으로,  

3 차원 공간에서 지정된 각도로 방향이 지정되고 두 방향 모두에서 무한대로 확장됩니다. 구성선은 무한대로 

확장되므로 도면 범위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구성 선은 기본적으로 CLINE 이라는 자체 도면층에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하면 구성 선의 모양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색상, 투명도 등과 같은 도면층의 특성을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CLINELAYER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구성 선을 찾기 위해 다른 도면층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로 구성 선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 구성 선을 따라 점을 선택한 다음 선의 방향을 지정합니다 (기본 그리기 방법). 

⚫ 수평, 수직 또는 둘 다. 기존 포인트, 객체 또는 두 객체를 이등분하여 지정된 각도에 따름. 

⚫ 기존 객체와 평행하거나 그 위에 있습니다. 

 

현재 UCS 와 일치하도록 구성 선이 그려집니다. 

그리기> 구성 선> UCS Z 회전 및 UCS 표준 회전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도 사용 가능)을  

사용하여 UCS 를 빠르게 회전할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지정하여 구성 선 그리기 

구성 선을 그리는 빠른 방법이 많이 있지만 기본 방법은 구성 선을 따라 기준점을 지정한 다음 방향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일련의 구성선을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기준점을 지정하여 구성 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기준점에서 배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기준점에서 배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기준점에서 배열을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기준점에서 배열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2.  선을 따라 점을 지정합니다. 

3.  방향을 지정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구성 선 (A)과 방향 (B)을 따라 가리 킵니다. 

 

각도 또는 객체를 이등분하여 구성 선 그리기   
이분법은 구성 선을 그리는 빠른 방법입니다. 지정한 각도를 양분하거나  

하나 또는 두 개의 선, 호 또는 폴리선 세그먼트를 양분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이등분하여 구성 선을 그리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이등분 각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이등분 각도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이등분 각도를 선택합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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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이등분 각도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른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이등분를 선택합니다. 

2. 각도를 참조할 기존 정점을 선택합니다. 

3. 이등분 각도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이등분 각도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5.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이등분 (A), 이등분 각도의 시작 (B) 및 이등분 각도 (C)의 끝. 

선, 호 또는 폴리선 세그먼트를 이등분하여 구성 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이등분 객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이등분 객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이등분 객체를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이등분 객체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고 프롬프트 상자에서  

Bisect 를 선택한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Entity 를 선택합니다. 

2.  이등분할 선, 호 또는 폴리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두 개의 선, 호 또는 폴리선 세그먼트를 이등분하여 구성 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두 요소 이등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두 요소 이등분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두 객체 이등분을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두 요소 이등분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이등분을 선택한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두개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2.  선, 호 또는 폴리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3.  두 번째 선, 호 또는 폴리선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가로 및 세로로 구성 선 그리기 
구성 선은 현재 UCS 의 x 축 (수평), 현재 UCS 의 y 축 (수직) 또는  

현재 UCS 의 x 축 및 y 축 (둘 다)에 평행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수평 및 수직. 

 

수평 구성 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수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수평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수평을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가로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선을 따라 점을 지정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수평 구성 선이 통과할 라인 (A). 

A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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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구성 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수직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수직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수직을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수직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선을 따라 점을 지정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수직 구성 선이 통과 할 지점 (A). 

 

수평 및 수직 구성 선을 모두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가로 및 세로 모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수평 및 수직 모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수평 및 수직 모두를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가로 및 세로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구성 선이 교차하는 점을 지정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수평 및 수직 구성 선도 자동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기> 구성 선> 자동 수평, 자동 수직 또는 자동 둘 다를 선택한 다음 구성선을 그리려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구성 선은 겹치는 정점 또는 객체에 대해 중복을 생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각도를 지정하여 구성 선 그리기 

특정 각도 또는 기존 도면 요소에 상대적인 각도로 구성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도면 요소를 기준으로 지정된 각도로 구성 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각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각도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각도를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각도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Angle 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참조를 선택합니다. 

3. 참조 객체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한 요소를 기준으로 가상 선의 각도를 지정합니다. 

5. 구성 선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참조 객체 (A) 및 객체 (B)에 대한 각도.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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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요소와 평행한 구성선 그리기  

기존 도면 요소와 평행 한 구성 선을 그리는 데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  오프셋 지정된 오프셋 거리만큼 기존 객체에 평행 한 구성 선을 그립니다. 

⚫  기존 객체 위에 가상 선을 그립니다. 

다른 도면 요소와 평행 한 구성 선을 그리고 간격 띄우기 거리를 지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간격 띄우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오프셋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오프셋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에서 구성 선을 그릴 거리를 입력합니다. 

3. 구성 선을 평행하게 만들 요소를 선택합니다. 

4. 가상 선을 그리려는 요소의 측면을 선택합니다. 

5.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평행을 이루려는 객체 (A)와 구성 선 (B).  

 

다른 도면 요소와 평행 한 구성 선을 그리고 통과 점을 지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간격 띄우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오프셋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오프셋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통과 점을 선택합니다. 

3. 구성 선을 평행하게 만들 요소를 선택합니다. 

4. 가상 선이 통과할 지점을 지정합니다. 

5.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평행을 이루고자하는 객체 (A)와 구성 선을 통과시킵니다. (B).  

다른 도면 요소와 평행하고 해당 위치와 일치하는 구성 선을 그리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객체 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객체 위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객체 위를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객체 위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Match 를 선택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구성 선과 일치시킬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B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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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선 지우기 
다른 객체와 마찬가지로 구성 선을 삭제할 수 있지만 삭제를 위해 선택할 때 

자동으로 쉽게 필터링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두 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구성 선을 삭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지우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지우기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삭제할 하나 이상의 구성 선을 선택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도면에서 모든 구성 선을 삭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성 선>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구성 선>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성 선> 지우기를 선택합니다. 

⚫ 구성 선 도구 모음에서 지우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cline 을 입력하고 Clear 를 선택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자유형 스케치 그리기 
자유형 스케치는 개별 선 객체 또는 폴리 라인으로 생성된 많은 직선 세그먼트로 구성됩니다. 

자유형 스케치 만들기 

자유형 스케치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각 세그먼트의 길이 또는 증분을 설정해야 합니다.  

세그먼트가 작을수록 스케치가 더 정확하지만 세그먼트가 너무 작으면 파일 크기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세그먼트의 길이를 지정하면 십자선이 연필 도구로 변경됩니다.  

자유형 스케치는 스케치를 도면에 "작성"할 때까지 도면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즉, 그린 세그먼트와 세그먼트 길이를 임시로 저장하고 스케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자유형 스케치를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자유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자유형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자유형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자유형 도구를 클릭합니다. 

⚫ freehand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스케치 세그먼트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3.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드로잉에 연필 도구 ()를 배치하여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4. 연필 이미지를 이동하여 임시 프리 핸드 스케치를 그립니다. 

5. 스케치를 중지하려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연필을 들어 올립니다. 

6. 프롬프트 상자에서 쓰기, 재개를 선택하여 임시 프리 핸드를 작성합니다. 도면에 스케치합니다. 

7.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연필을 다시 내려 놓고 스케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8. 마우스 버튼을 다시 클릭하여 연필을 들어 올려 스케치를 중지합니다. 

9. 프롬프트 상자에서 완료를 선택하여 임시 자유형 스케치를 도면에 쓰고 명령을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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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형 스케치는 개별 선 요소 또는 폴리선으로 구성됩니다 

 

자유형 스케치 선 지우기  
프롬프트 상자에서 삭제 위치 옵션을 선택하여 도면에 아직 기록되지 않은 임시 프리 핸드 스케치 선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연필이 지우개 도구로 변경됩니다.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 임시 자유 선 위로 지우개를 

이동하면 선의 일부를 지울 수 있습니다. 

자유형 스케치 선을 지우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자유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자유형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자유형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자유형 도구를 클릭합니다. 

⚫ freehand 를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스케치 세그먼트의 길이를 지정합니다. 

3. 드로잉에서 점을 선택하여 연필 도구를 표시하고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4. 스케치를 중지하려면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연필을 들어 올립니다. 

5. 프롬프트 상자에서 삭제 위치를 선택합니다. 

6. 지우개 도구를 자유형 스케치 선의 시작 또는 끝으로 이동합니다. 

그린 다음 지우려는 선을 따라 멀리 이동합니다. 

7.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여 연필 도구를 내려 스케치를 다시 시작합니다.  

 

스케치 방법 및 정확도 설정  

자유형 스케치에 폴리 라인을 사용하면 스케치로 돌아가서 편집하기가 더 쉽습니다. 도면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선 세그먼트 또는 폴리선을 사용하여 자유형 스케치를 작성할지 여부를 제어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 스케치 세그먼트의 길이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스케치할 때 선 또는 폴리선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도면 설정 (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 (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객체 생성 탭을 선택합니다. 

3. 자유형 스케치 탭을 클릭합니다. 

4. 자유형 스케치 방법에서 자유형 명령 생성 (선 또는 자유형 명령은 폴리 라인을 만듭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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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케치 방법을 선택합니다. B 스케치 세그먼트의 기본 길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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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객체 만들기 
복잡한 객체에는 폴리라인(사각형, 정사각형 및 폴리곤 포함), 스플라인 곡선, 도넛 및 평면이 포함됩니다. 

또한 4MCAD 에는 와이프 아웃, 수정 구름, 지시선, 해칭 및 그라디언트를 도면에 추가하는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객체를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안내서에는 한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려면 온라인 도움말의 Command 

Reference 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기 명령을 입력하거나 도구를 선택하면 끝점이나 삽입점과 같은 좌표점을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그릴 때 프로그램은 그리는 객체 유형에 대한 적절한 추가 옵션이 있는 

상황에 맞는 프롬프트 상자를 표시합니다. 복잡한 객체를 만든 후 객체 수정 도구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체 유형 중 일부에는 특수 편집 명령이 필요합니다. 

 

직사각형 및 정사각형 그리기 
직사각형은 네 변이는 닫힌 폴리선이고 정사각형은 네 변이 같은 직사각형입니다.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하여 직사각형을 그립니다.  

사각형은 일반적으로 현재 스냅 및 그리드 정렬에 평행하게 정렬되지만 회전 옵션을 사용하여 사각형을 임의의 

각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Rectangle 명령의 Square 옵션을 사용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정사각형은 일반적으로 현재 스냅 및 격자 선 정렬에 평행하게 정렬되지만 회전 옵션을 사용하여 정사각형을 

임의의 각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사각형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사각형 도구를 클릭합니다. 

⚫ rectang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직사각형의 한 구석을 지정합니다. 

3. 직사각형의 반대쪽 구석을 지정합니다. 

4. 직사각형의 반대쪽 구석을 지정합니다. 

 

수정 도구 모음의 폴리 라인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직사각형의 각면을 개별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정 

도구 모음의 분해 도구를 사용하여 측면을 개별 선 요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설정 도구 모음의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여 넓은 직사각형 선이 채워진 상태로 표시되는지 윤곽선으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각형 도구를 사용하여 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하는 대신 한면의 길이와 정사각형의 정렬을 지정합니다. 

 
사각형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사각형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사각형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사각형 도구를 클릭합니다. 

⚫ rectang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Square 를 선택합니다. 

3. 정사각형의 한 구석을 지정합니다. 

4. 다른 끝을 선택하여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지정합니다. 지정하는 점에 따라 사각형의 크기와 정렬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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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의 선 너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상자에서 선 너비 옵션을 선택하십시오. 선 너비를 변경한 후에는 

다시 변경할 때까지 새 너비 설정이 후속 사각형에 적용됩니다. 

 

 

다각형 그리기 
다각형은 최소 3 개와 최대 1,024 개의 동일한 길이면으로 구성된 닫힌 폴리 라인입니다. 다각형을 그리는 

기본 방법은 다각형의 중심과 중심에서 각 정점까지의 거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다각형을 그릴수 있습니다. 

⚫  중심-정점 

⚫  중앙 측 

⚫  가장자리 

정점으로 다각형 그리기 

중심점과 정점까지의 거리로 정의되는 등변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면의 수를 지정한 

다음 중심점을 지정한 다음 한 정점의 위치를 지정하여 다각형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정점별로 다각형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각형 중심-정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Home> 다각형 중심-정점을 선택하거나  

그리기>다각형 중심-정점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다각형> 다각형 중심-정점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다각형 중심-정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olygon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2. 5 를 입력하여 다각형의 다섯면을 지정합니다. 

3. 다각형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4. 다각형의 꼭지점을 지정합니다. 
 

다각형 측면에 그리기  

중심점과 측면의 중간 점까지의 거리로 정의된 길이가 같은 측면이 있는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측면의 수를 지정한 다음 중심점을 지정한 다음  

한 면의 중간 점 위치를 지정하여 다각형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다각형을 측면에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각형 중심-측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다각형 가운데를 선택하거나  

그리기> 다각형 가운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다각형> 다각형 가운데 쪽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다각형 가운데 쪽 도구를 클릭합니다. 

⚫ polygon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2. 다각형의 세면을 지정하려면 3 을 입력합니다. 

3. 다각형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5. 측면의 중간 점을 지정합니다. 

6.  
한면 (B)의 중심 (A)과 중간 점 및 결과 다각형입니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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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길이를 지정하여 다각형 그리기 
다각형 가장자리 중 하나의 길이로 정의된 길이가 같은 다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면의 수를 

지정한 다음 가장자리 시작점을 지정한 다음  

가장자리 끝점을 지정하여 다각형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합니다. 

모서리 길이를 지정하여 다각형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각형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다각형 가장자리를 선택하거나 

 그리기> 다각형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다각형> 다각형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다각형 가장자리 도구를 클릭합니다. 

⚫ polygon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2. 다각형의 세면을 지정하려면 5 를 입력합니다. 

3. 다각형에 있는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다각형 가장자리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측면(A)의 시작점과 측면(B)의 끝점 및 결과 다각형입니다 

 

폴리라인 그리기  

수정 도구 모음의 폴리라인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폴리곤의 각 면을 개별적으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정 도구 

모음의 분해 도구를 사용하여 측면을 개별 선 요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설정 도구 모음의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여 넓은 다각형 선을 채워서 표시할지 아니면 윤곽선으로 표시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은 단일 객체로 처리되는 호와 선의 연결된 순서입니다.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세그먼트 길이에 걸쳐 점점 좁아지는 폭을 사용하여  

모든 선종류를 사용하여 폴리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폴리 라인을 편집할 때 전체 폴리 라인을 수정하거나 개별 세그먼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폭이 테이퍼진 곡선 폴리선, 직선 세그먼트가 있는 폴리선 및 닫힌 폴리선.. 

폴리라인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전체 폴리라인과 개별 세그먼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정 도구 모음에서 수정 도구 모음의 분해 도구를 사용하여 폴리선을 호 및 선 요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설정 도구 모음의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여 넓은 폴리라인을 채워서 표시할지 아니면 윤곽선으로 표시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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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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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직선 세그먼트가 있는 폴리라인 그리기  

폴리라인의 시작점을 지정한 후 프롬프트 상자는 그릴 때 거리,  

반폭 및 폭과 같은 여러 옵션을 제공합니다.  

시작 폭과 끝 폭을 다르게 지정하여 테이퍼된 폴리선 세그먼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폴리라인 세그먼트를 그린 후 실행 취소 도구를 사용하여 이전 세그먼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폴리라인 세그먼트를 그린 후 닫기 옵션을 사용하여 그린 첫 번째 폴리라인 세그먼트의 시작점에서 

끝나는 세그먼트를 그려 명령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을 닫지 않고 명령을 완료하려면 완료를 

선택합니다. 

 
직선 세그먼트가 있는 폴리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폴리 라인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폴리 라인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폴리라인 도구를 클릭합니다. 

⚫ 폴리라인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각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려면 닫기 또는 완료를 선택합니다. 

 
폴리라인 시작점(A) 및 세그먼트 끝점(B). 

 

호 세그먼트가 있는 폴리라인 그리기  

호 그리기 옵션을 사용하면 선 그리기 옵션을 선택하여 선 그리기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호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호 세그먼트를 그릴 때 호의 첫 번째 점은 이전 세그먼트의 끝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하여 호 세그먼트를 그립니다.  

각 연속 호 세그먼트는 이전 호 또는 선 세그먼트에 접하게 그려집니다.  

호 그리기 옵션에서 닫기를 선택하면 닫기 세그먼트가 호로 생성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호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점, 끼인각, 중심점 

⚫시작점, 끼인각, 반경 

⚫시작점, 중심점, 끝점 

⚫시작점, 끼인각, 끝점 

⚫시작점, 중심점, 끼인각 

⚫시작점, 중심점, 현 길이 

⚫시작점, 방향, 끝점 

⚫시작점, 반경, 끼인각 

⚫시작점, 두 번째 점, 끝점 

선 세그먼트 다음에 호 폴리선 세그먼트를 그리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라인( )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폴리 라인을 선택하거나 그리기> 폴리 라인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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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폴리라인 도구를 클릭합니다. 

⚫ 폴리라인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끝점을 지정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호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5. 호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려면 완료를 선택합니다. 

 
폴리선 시작점(A), 선 끝점/호 시작점(B) 및 호 끝점(C). 

 

다중선 그리기 
다중선은 함께 연결된 선형 세그먼트로 구성된 여러 평행선 (기본적으로 두선)으로 만들어집니다. 

현재 세그먼트의 끝은 다음 세그먼트의 시작입니다. 세그먼트의 끝은 다중선의 정점입니다. 

다중선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 다중선 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 다중선 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다중선 도구를 클릭합니다. 

⚫ m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추가 정점을 지정합니다. 

4. 마지막 엔드포인트를 지정한 후 완료를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중선 시작점(A), 정점(B) 및 끝점(C). 

자리맞추기 및 축척 지정  

다중선을 그릴 때 다중선을 구성하는 선 중 하나의 꼭짓점을 지정합니다.  

추가 평행선은 양쪽 맞춤에 따라 해당 위치에 그려집니다.  

정점은 선택한 자리 맞추기에 따라 다중선의 맨 위, 중간 또는 맨 아래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선 축척을 조정하여 평행선 사이의 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선의 전체 너비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NOTE 다중선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점이나 대시의 크기가 불균형 하지 않도록 

선 종류 축척을 동일하게 변경해야 할 수 있습니다. 
 

 

 
 

 

C 

B 

A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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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맞추기 또는 축척을 활용하여 다중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 다중선 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 다중선 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다중선 도구를 클릭합니다. 

⚫ m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자리맞추기를 선택하고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상단 지정 정점은 상단 라인을 정의합니다.  

지정된 정점 아래에 추가 평행선이 그려집니다. 

⚫ Zero Specified 정점은 다중선의 중간을 정의합니다. 

⚫ 하단 지정 정점은 하단 라인을 정의합니다.  

지정된 정점 위에 추가 평행선이 그려집니다. 

3. 배율을 선택하고 다음에 따라 새 배율 값을 입력합니다. 

⚫ 1 보다 큼 - 다중선이 더 넓습니다. 

⚫ 1 보다 작음 - 다중선이 더 좁습니다. 

⚫ Equal to 1 — 다중선을 한 줄로 축소합니다. 

⚫ 음수 - 다중선을 그릴 때 자리 맞추기를 뒤집고 설정 값에 따라 배율을 변경합니다. 

4. 다중선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5. 추가 정점을 지정합니다. 

6. 엔드포인트를 지정한 후 완료를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중선 스타일 작업 

다중선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은 현재 다중선 스타일을 사용하여 현재 도면층에 그립니다.  

각 다중선에는 평행선 수, 각 줄과 각 줄의 색상 및 선종류 사이의 간격, 시작 및 끝 캡 등과 같은 다중선의 

모양을 제어하는 해당 다중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명명된 다중선 스타일을 작성, 저장,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중선 스타일을 도면에 추가할 때 새 다중선에 지정된 현재 스타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선 

스타일을 .mln 파일로 내보내고 가져올 수 있으므로 컴퓨터 간에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중선 스타일 작성 또는 수정 
다중선 스타일을 사용하면 다중선의 모양을 제어하는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재사용을 

위해 해당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중선을 작성하기 전에 다중선 스타일을 정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기본 다중선 설정을 저장하는 표준 다중선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다중선 스타일을 수정하면 해당 스타일이 지정된 모든 다중선 도면 요소가 업데이트됩니다. 

다중선 스타일 작성하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도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Express 도구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ml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스타일 이름에 새 다중선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다음으로 시작에서 새 다중선의 기반이 될 기존 다중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5. 계속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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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 다중선 스타일 만들기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다중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7.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중선 스타일 수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도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Express 도구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ml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수정할 다중선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3.  수정 대화 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다중선 스타일 수정.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A. 다중선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B. 시작 부분을 덮는 라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C. 이 스타일이 지정된 다중선의 시작 또는 끝을 덮기 위해 외부 선에 호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D. 이 스타일이 지정된 다중선의 시작 또는 끝을 덮기 위해 내부 선에 호를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 이 스타일이 지정된 다중선의 시작 또는 끝을 덮기 위해 각진 선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F. 이 스타일이 지정된 다중선의 색상 채우기를 택합니다. 
G. 이 스타일이 지정된 다중선의 접합부에 선을 포함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설정하면 다중선 접합의 두 외부 정점에서 선이 그려집니다. 
H. 요소의 선종류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I. 요소의 선 색상을 선택합니다. 
J. 이전 요소에서 요소 또는 선을 오프셋할 거리를 입력합니다. 
K. 현재 간격띄우기, 색상 및 선종류 선택에 따라 새 요소를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L. 선택한 요소를 삭제하려면 클릭하세요. 
M. 각 요소 또는 선에 지정된 간격띄우기, 색상 및 선종류 조합 리스트를 표시합니다. 

현재 다중선 스타일 설정 

다중선을 작성할 때 현재로 설정된 다중선 스타일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기본 

다중선설정을 저장하는 표준 다중선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또는 다른 다중선 스타일을 현재 스타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중선 스타일을 현재로 선택하면 해당 스타일은  

기존 다중선이 아니라 나중에 작성할 다중선에 지정됩니다. 

다중선 스타일 현재로 설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Express 도구 >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도구에서)를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서식 >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Express 도구 >도구 >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A 

B 

C 

D 

E 

M 

L 
K 
J 

F 
I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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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의 목록에서 다중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3.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중선에 스타일 지정 

1. 도면에서 다중선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스타일 도구 모음의 다중선 스타일 목록에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다중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한 다음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다중선 스타일 이름 바꾸기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다중선 스타일의 이름을 바꿉니다.  

표준 다중선 스타일은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중선 스타일의 이름을 바꾸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도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Express 도구>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ml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이름을 바꿀 다중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3.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4.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중선 스타일 삭제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다중선 스타일을 삭제합니다. 표준 다중선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으며 사용 중인 다중선 스타일도 삭제할 수 없습니다. 

명명된 다중선 스타일을 삭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도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Express 도구>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ml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삭제할 다중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합니다. 

4.  삭제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중선 스타일 파일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다중선 스타일을 .mln 파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으므로 컴퓨터 간에 다중선 스타일을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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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선 스타일 파일을 내보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도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Express 도구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ml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내보낼 다중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3.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4. .mln 파일의 이름과 위치를 지정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중선 스타일 파일 가져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도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Express 도구 >도구>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ml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에서 다중선 스타일 가져오기 대화상자에는  

이미 로드 된 여러 줄 스타일 목록이 표시됩니다.) 

3. 파일을 클릭합니다. 

4. 가져 올 .mln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두께선 그리기 

Trace 명령을 사용하여 지정된 너비의 2 차원 실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Trace 명령은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용자는 대신 Polyline 명령을 사용합니다. 

두께선 그리기 

1.  trace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또는 리본에서 그리기> 추적을 선택합니다. 

2.  두께선의 너비를 지정합니다. 

3.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4.  추가 정점을 지정합니다. 

5. 마지막 엔드 포인트를 지정한 후 완료를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누릅니다 

스플라인 그리기 

스플라인은 점 집합으로 정의되는 부드러운 곡선입니다.  

스플라인을 사용하여 터빈 블레이드 또는 비행기 날개의  

단면과 같은 조각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그리기>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그리기>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스플라인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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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플라인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스플라인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스플라인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원하는 만큼 더 많은 점을 지정합니다. 

5.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접선을 스플라인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에 접선을 추가하기 

1. 시작 접선점을 지정합니다. 

2. 끝 접선점을 지정합니다. 

 
시작 접선점(A)과 끝 접선점(B)이 있는 초기 스플라인 및 결과 스플라인. 

 

맞춤 공차 지정 

기본적으로 스플라인은 모든 제어점을 통과합니다. 스플라인을 그릴 때 맞춤공차를 지정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맞춤 공차 값은 스플라인이 지정한 점 세트에 얼마나 가깝게 맞는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플라인 맞춤 공차 값이 0 이면 스플라인이 제어점을 통과합니다. 값이 0.01 이면 시작점과 끝점을 통과하고 

중간 제어점에서 0.01 단위 이내의 스플라인이 생성됩니다. 

맞춤 공차를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그리기>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그리기>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스플라인 도구를 클릭합니다. 

⚫스플라인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스플라인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스플라인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공차 맞춤을 선택합니다. 

5. 기본값인 0.0000 을 수락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른 맞춤 공차를 지정하려면 숫자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6. 스플라인 또는 닫힌 스플라인을 그리는 데 필요한 추가 점을 지정합니다. 

닫힌 스플라인 그리기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 스플라인인 닫힌 스플라인을 그릴 수 있습니다.  

스플라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접선을 하나만 지정합니다. 

닫힌 스플라인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그리기>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그리기>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스플라인 도구를 클릭합니다. 

⚫스플라인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스플라인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스플라인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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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하는 만큼 더 많은 점을 지정합니다. 

5. 완료되면 프롬프트 상자에서 닫기를 선택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려면 접선점을 지정합니다. 
 

 
닫힌 스플라인의 시작점과 끝점(A) 입니다. 

 

나선 그리기 
나선은 양쪽 끝이 열린 3 차원 나선입니다. 베이스 및 상단은 코일 또는 스프링과 유사한 동일한 

값이거나 원뿔과 유사한 다른 값일 수 있습니다. 

 

나선은 종종 다른 객체를 생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스윕, 로프트 및 회전 명령은 나선형 계단, 나선형 부품 등을 생성하기 위 

해 더 복잡한 도면에서 나선형과 함께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나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나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나선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나선 도구를 클릭합니다. 

⚫ helix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나선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3. 나선 바닥의 반지름(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나선 상단의 반지름(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설정합니다. 

⚫ 회전 전체 회전 수를 지정합니다. 기본 회전 수는 3 입니다. 최대값은 500 입니다. 

⚫ 회전 높이 한 바퀴의 높이를 지정하면 회전 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이 옵션은 

회전 수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Twist 나선 회전 방향을 시계 방향(CW) 또는 반시계 방향(CCW)으로 지정합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나선의 높이와 위치를 지정합니다. 

⚫ 축 끝점을 선택하고 나선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 나선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 나선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높이가 0 이면 나선은 2 차원 나선이 되지만 시작과 끝 

반지름이 같으면 원처럼 보입니다. 

도넛 그리기 

도넛은 닫힌, 넓은 폴리라인으로 생성된 채워진 솔리드 원 또는 링입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도넛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본 방법은 도넛의 내부 및 외부 지름을 지정한 다음 중심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할 때까지 다른 중심점을 지정하여 

동일한 도넛의 여러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넛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넛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도넛을 선택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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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그리기> 도넛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도넛 도구를 클릭합니다. 

⚫ 도넛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도넛의 내경을 지정합니다. 

3. 도넛의 외부 지름을 지정합니다. 

4. 도넛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다른 도넛을 그릴 중심점을 지정하거나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내경(A) 및 외경(B). 

프롬프트 상자는 도넛을 그리기 위한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도넛의 너비와 도넛 

지름의 두 점을 지정하거나 도넛의 너비와 세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넛은 완전히 채워진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경이 0 이면 도넛이 완전히 채워진 것입니다 
 

 

기존 도면 요소에 접하는 도넛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넛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도넛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도넛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도넛 도구를 클릭합니다. 

⚫ 도넛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Radius Tangent Tangent 를 선택합니다. 

3. 도넛의 너비를 지정합니다. 

4. 도넛의 지름을 지정합니다. 

5. 도넛을 그릴 첫 번째 접선 요소를 선택합니다. 

6. 도넛을 그릴 두 번째 접선 요소를 선택합니다. 

 
도넛 및 접선 요소(C)의 너비(A) 및 지름(B)입니다 

수정 도구 모음에서 폴리라인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도넛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수정 도구 모음의 

분해 도구를 사용하여 도넛을 호 요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설정 도구 모음의 채우기 도구를 

사용하여 도넛을 채워서 표시할지 윤곽선으로 표시할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도넛의 기본 외경과 내경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하고 객체 생성 탭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B 
 

 
A 

B 

C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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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 만들기 

평면 도구를 사용하면 단색으로 채워진 직사각형, 삼각형 또는 사변형 영역을 그릴 수 있습니다. 

기본 방법은 평면의 모서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처음 두 모서리를 지정한 후 나머지 모서리를 

지정할 때 평면이 표시됩니다. 삼각형 방식으로 모서리 점을 지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세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을 입력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계속해서 점을 지정하면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할 때까지 세번째 및 네 번째 점 프롬프트가 전환됩니다. 

4MCAD 에서 평면을 작성하는 것은 AutoCAD 의 Solid 명령과 유사합니다. 

사각형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평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평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평면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평면 도구를 클릭합니다. 

⚫ plane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세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5. 네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프롬프트 상자는 평면 그리기에 대한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정사각형 또는 삼각형 평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평면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평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평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평면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평면 도구를 클릭합니다. 

⚫ plane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릅니다. 

2.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3.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5.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려면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하여 다른 직사각형을 그리거나 Enter 키를 

누릅니다. 

건축 객체 그리기 
일반적으로 AEC 도면요소라고 하는 건축 도면요소는 벽, 문, 창, 슬래브, 지붕 등을 빠르게 그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지정 도면요소입니다.  

벽 그리기  

벽은 내부, 외부, 내화성, 기초 등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벽을 그린 후에는 객체 수정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와 마찬가지로 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성 창을 사용하여 폭, 스타일, 자동 정리 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벽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벽의 크기를 조정하고 방향을 변경 할 수 있는 그립이 표시됩니다. 

벽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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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벽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벽을 선택한 다음 벽 스타일(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벽을 선택한 다음 벽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wall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벽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각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마지막 끝점을 지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문 그리기  

문은 단일 스윙, 이중 스윙, 슬라이딩, 회전 등 다양한 스타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문을 그린 후 객체 수정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와 마찬가지로 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은 벽 내에서 쉽게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 창을 사용하여 폭, 스타일 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문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문의 크기를 조정하고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립이 

표시됩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스윙을 변경할 수 있는 도어용 특수 화살표 그립도 있습니다. 

문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문을 선택한 다음 문 스타일(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문을 선택한 다음 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doo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을 찾을 벽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문의 위치를 지정할 지점을 지정합니다. 

4. 마지막 위치를 지정한 후 Enter 를 누르세요. 

창 그리기  
창은 단일 헝, 이중 헝, 그림, 피벗 등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창을 그린 후 객체 수정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와 마찬가지로 창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은 벽 내에서 쉽게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 창을 사용하여 너비, 스타일 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창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창 크기를 조정하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립이 표시됩니다. 

또한 한 번의 클릭으로 개구부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창용 특수 화살표 그립이 있습니다. 

창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Windows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창을 선택한 다음 창 스타일(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창을 선택한 다음 창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Windows 도구 모음에서 창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 window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창을 배치할 벽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창을 찾을 위치를 지정합니다. 

4. 마지막 위치를 지정한 후 Enter 를 누르세요. 

계단 그리기  

계단은 나선형, 직선, 캔틸레버, 경사로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과 스타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계단을 그린 후 요소 수정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요소와 마찬가지로 계단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은 벽이나 슬래브를 기준으로 쉽게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 창을 사용하여 계단 폭, 디딤판 치수, 계단참 치수, 계단 옆판 켜기/끄기 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이 수정되면 부착된 모든 난간이 계단 수정 사항(길이, 각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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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일치하도록 업데이트됩니다. 

계단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크기를 조정하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그립이 표시됩니다. 

계단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계단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계단을 선택한 다음 계단 스타일(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계단을 선택한 다음 계단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계단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필요한 경우 원하는 계단의 기본값을 변경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3. 값 입력이 끝나면 계단을 시작할 지점을 지정합니다. 

4. 계단 세그먼트 길이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5. 계단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난간 그리기  

난간은 표준, 기둥, 수직 또는 수평 케이블 등과 같은 다양한 스타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난간을 그린 후에는 객체 수정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와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립형 난간을 쉽게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속성 창을 사용하여 

스타일, 난간 높이, 기둥 배치 등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난간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난간의 크기를 조정하고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립이 표시됩니다. 

계단에 부착된 난간을 그리기 

1. 난간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난간을 선택한 다음 난간 스타일(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난간을 선택한 다음 난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Railing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부착 위치를 선택합니다. 

3. 난간을 부착할 계단을 지정합니다. 

4. 계단의 난간 위치를 왼쪽, 오른쪽 또는 중앙 중에서 선택합니다. 

계단에 부착되지 않은 난간을 그리기 

1. 난간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난간을 선택한 다음 난간 스타일(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난간을 선택한 다음 난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Railing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난간을 배치할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난간 세그먼트를 작성할 추가 점을 지정합니다. 

4. 마지막 지점을 지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커튼월 그리기  

커튼월은 다양한 스타일로 그릴 수 있으며 선, 호, 원 및 폴리선과 같은 기존 2 차원 

도면요소에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커튼월을 그린 후에는 객체 수정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와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특성 창을 사용하여 분할, 채우기, 멀리언 및 프레임에 대한 설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커튼월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커튼월의 크기를 조정하고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립이 표시됩니다. 

커튼월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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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커튼월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벽> 커튼월(AEC 객체에서) 또는 그리기> 윈도우>커튼월(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벽> 커튼월 또는 그리기> AEC 요소 >창> 커튼월을 

선택합니다. 

⚫ 커튼월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경우 높이를 선택하여 커튼월의 높이를 입력합니다. 

3. 스타일을 선택하고 커튼월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커튼월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5 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6 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호를 선택합니다. 

⚫ 호 세그먼트의 중간점을 지정합니다. 

⚫ 호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 선분을 계속 추가하려면 선을 선택하고 시작점에 마지막 끝점을 추가하려면 닫기를 

선택합니다. 

5  끝점을 지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차원 요소를 커튼월로 변환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커튼월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벽> 커튼월(AEC 객체에서) 또는 그리기> 창> 커튼월(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벽> 커튼월 또는 그리기> AEC 객체>창> 커튼월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벽을 선택 후 커튼월을 클릭합니다. 

⚫ 커튼월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선택합니다. 
3. 커튼월로 변환할 선, 호, 원 또는 폴리선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예)를 선택하여 원래의 2 차원 객체를 삭제하거나 (아니요)를 선택하여 원래의 2 차원 객체를 

유지합니다. 

형강 그리기 

강철 객체는 다양한 모양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형강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강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강철을 선택한 다음 강철 스타일(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상세화> 강철을 선택한 다음 강철 모양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Steel 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강철 모양을 클릭합니다. 

⚫ steel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목록에서 강철 치수를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x 축을 기준으로 모양을 미러링 하려면 XFlip 을 선택합니다. 모양을 미러링 하려면 y 축에서 

YFlip 을 선택합니다. 

5.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6.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7. 길이를 지정합니다. 길이가 0 이면 2 차원 강철 모양이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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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 장선 또는 트랙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스터드, 장선, 트랙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강철을 선택한 다음 스터드, S-스터드, 장선 또는 트랙(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세부사항 > 강철을 선택한 다음 스터드를 선택합니다. 

⚫ S-스터드, 장선 또는 트랙. 

⚫ 강철 도구 모음에서 스터드, S-스터드, 장선 또는 트랙을 클릭합니다. 

⚫ sj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목록에서 원하는 모양의 치수를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x 축을 기준으로 모양을 미러링하려면 XFlip 을 선택합니다. y 축을 기준으로 모양을 

미러링하려면 YFlip 을 선택합니다. 
5. .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6.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7. 길이를 지정합니다. 길이가 0 이면 2 차원 모양이 생성됩니다 

목재 그리기 

목재 세부 사항은 다양한 표준 크기의 목재 및 TJI 장선 모양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목재를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목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목재를 선택한 다음 목재 또는 TJI 장선(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세부 사항> 목재를 선택한 다음 목재 또는 TJI 장선을 

선택합니다. 

⚫ wood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목록에서 원하는 치수를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x 축을 기준으로 모양을 미러링 하려면 XFlip 을 선택합니다. 그것의 모양을 미러링 

하려면 y 축에서 YFlip 을 선택합니다. 

5.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6.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7. 길이를 지정합니다. 길이가 0 이면 2 차원 모양이 생성됩니다. 

슬래브 그리기 

슬래브는 건축 프로젝트에서 언제든지 벽과 관련하여 수정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기능 옵션입니다. 

슬래브를 그린 후에는 객체 수정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객체와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래브는 벽을 기준으로 쉽게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성 창을 사용하여 두께, 

스타일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래브를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슬래브의 크기를 조정하고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립이 표시됩니다. 

슬래브를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슬래브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슬래브(AEC 객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슬래브를 선택합니다. 

⚫ slab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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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래브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각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마지막 끝점을 지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지붕 그리기 
지붕은 아래가 아닌 벽 위에 그려지는 점을 제외하고 슬래브와 유사합니다. 

지붕을 그린 후 도면요소 수정 명령을 사용하여 다른 도면요소와 마찬가지로 지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은 벽을 기준으로 쉽게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속성 창을 사용하여 

두께, 스타일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붕을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지붕 크기를 조정하고 방향을 

변경할 수 있는 그립이 표시됩니다. 

지붕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지붕 슬래브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지붕 슬래브(AEC 객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지붕 슬래브를 선택합니다. 

⚫ roofslab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Roof Sla 을 선택합니다. 

2. 지붕 슬래브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각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마지막 끝점을 지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2D 객체를 벽 및 슬래브로 변환 

선, 원, 호 및 폴리선과 같은 여러 2D 요소 유형을 벽이나 슬래브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벽으로 변환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벽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벽으로 변환(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벽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wall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른 다음 변환을 선택하십시오. 

2. 변환할 2D 요소를 선택합니다. 

3. 2D 객체가 벽으로 변환될 때 삭제 여부를 선택합니다. 

객체를 슬래브로 변환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슬래브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슬래브로 변환(AEC 객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슬래브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slab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변환을 선택합니다. 

2. 변환할 2D 요소를 선택합니다. 

2D 개체를 슬래브로 변환할 때 삭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단면선 그리기 

3 차원 도면에 단면선을 그려서 보고자 하는 영역의 2 차원 투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면선은 보려는 

영역을 정의하는 연속 세그먼트로 구성될 수 있는 폴리라인입니다. 

도면에 단면선을 그린 후 해당 세그먼트와 길이를 수정한 다음 2 차원 투영 뷰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선택선을 그리려면 

1. 면선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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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그리기> 단면선(AEC 객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단면선을 선택합니다. 

⚫ 단면선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면선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면선의 끝점을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5. 2D 투영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기존 단면선에서 새 2D 투영을 추가하기 

1. sectionlinegenerate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단면선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새 2D 투영 뷰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하기 

새 투영을 생성할 단면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2D 단면 생성을 선택합니다. 

기존 단면선의 위치를 수정하기 

1. 단면선을 선택합니다. 

2. 시작점, 세그먼트, 끝점 또는 길이를 이동합니다. 

3. 자동 업데이트가 꺼져 있으면 2D 투영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다음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단면선 기호의 특성을 수정하기 

1. 단면선의 기호를 선택합니다. 

2. 속성 창에서 레이블 문자를 포함한 새 속성을 선택합니다. 기호는 주석이며 축척 될 수 

있습니다. 

AECAUTOUPDATE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자동 업데이트를 조정합니다. 

AECAUTOUPDATE 가 1 로 설정되면 단면선 또는 입면선이 변경된 후 2D 투영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0 으로 설정하면 변경 후 투영 보기를 수동으로 새로 고쳐야 합니다. 

입면선 그리기 

3 차원 도면에 입면선을 그려 도면의 2 차원 투영 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입면선 및 관련 투영 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면선을 표시하는 입면기호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입면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입면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입면선(AEC 객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AEC 객체> 입면선을 선택합니다. 

⚫ 고도선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입면선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입면선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2D 투영 뷰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기존 입면선에서 새 2D 투영을 추가하기 

1. 고도선생성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입면선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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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 2D 투영 뷰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하기 

새 투영을 생성할 입면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2D 입면 생성을 선택합니다. 

기존 입면선의 방향을 반전하기 

1. elevationlinerevers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입면선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자동 업데이트가 꺼져 있으면 2D 투영 보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하기 

반전할 입면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반전을 선택합니다. 

기존 입면선의 위치를 수정하기 

1. 입면선을 선택합니다. 

2. 시작점, 끝점 또는 길이를 이동합니다. 

3. 자동 업데이트가 꺼져 있으면 2D 투영 보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새로 고침을 

선택합니다. 

입면선 기호의 특성을 수정하기 

1. 입면선의 기호를 선택합니다. 

2. 속성 창에서 레이블 문자를 포함한 새 속성을 선택합니다. 기호는 주석이며 축척 될 수 있습니다. 

AECAUTOUPDATE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자동 업데이트를 조정합니다. 

AECAUTOUPDATE 가 1 로 설정되면 단면선 또는 입면선이 변경된 후 2D 투영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0 으로 설정하면 변경 후 투영 보기를 수동으로 새로 고쳐야 합니다. 

 

도면 지우기 

객체 가리기는 도면 영역을 숨기는 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도면 요소입니다.  

현재 배경색으로 표시되므로 지우기 뒤에 있는 세부 정보가 표시되거나 인쇄되지 않습니다. 

객체 가리기는 다른 도면요소와 유사합니다. 객체를 복사, 대칭, 배열, 지우기, 회전 및 축척할 수 있으며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있는 객체 가리기 요소를 인쇄하려면 래스터 가능 프린터로 인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색종이에 

인쇄하는 경우와 같이 가리기 요소가 포함된 도면을 인쇄할 때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객체 가리기는 기존 폴리곤, 선분만으로 구성된 폭이 0 인 닫힌 폴리선 또는 지우기 명령을 사용하는 동안 

그리는 새 폴리선을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객체 가리기 표시는 4MCAD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4MCAD 버전에 래스터 이미지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객체 가리기 도면요소가 표시되지만 객체 

가리기 이면의 세부정보도 표시됩니다.  

 

도면 객체 가리기 

도면 객체 가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객체 가리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객체 가리기(마크업에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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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그리기> 객체 가리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 후 객체 가리기를 클릭합니다. 

⚫ wipeout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각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마지막 엔드 포인트를 지정한 후 완료를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누릅니다. 

 

 

 
기존 도면.                                                       객체 가리기를 한 도면 

기존 폴리곤 및 폴리라인을 사용하여 객체 가리기 

기존 폴리곤 또는 폴리선을 사용하여 객체 가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객체 가리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객체 가리기(마크업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객체 가리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 후 객체 가리기를 클릭합니다. 

⚫  wipeout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3. 가리기에 사용할 닫힌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예 — 객체 가리기를 생성하고 객체 가리기를 생성하는 데 사용된 폴리라인을 삭제합니다. 

⚫  아니요 — 객체 가리기를 만들고 객체 가리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폴리선을 유지합니다. 

객체 가리기 프레임 켜기 또는 끄기 

각 가리기에는 경계를 따라 틀이 있습니다. 객체 가리기 틀은 모든 도면에 대해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객체 가리기 틀이 켜져 있으면 객체 가리기를 선택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할 때 틀 지우기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객체 가리기 틀을 켜거나 끄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객체 가리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객체 가리기(마크업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객체 가리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 후 객체 가리기를 클릭합니다. 

⚫  wipeout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틀을 선택합니다. 

3. 켜기 또는 끄기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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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가리기 프레임이 켜져 있습니다.           객체 가리기 프레임이 꺼져 있습니다. 

 

도면 수정 구름 
수정 구름은 추가 주의가 필요한 도면 영역을 표시하는 구름 모양입니다. 도면을 

수정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검토자가 변경 사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정된 

각 영역에 구름형 수정기호를 추가합니다. 

구름형 수정기호는 폴리라인이므로 폴리선과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고 수정할 수있습니다. 전체 구름형 

수정기호를 이동, 복사, 대칭 및 축척하거나 개별 정점을 선택 및 이동하여 구름형 수정기호를 구성하는 

호를 조정합니다. 

구름형 수정기호 그리기 

구름형 수정기호를 그리는 것은 쉽습니다. 시작점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구름형 수정기호를 그리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Revision Cloud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구름형 수정기호(마크업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름형 수정기호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한 다음 구름형 수정기호를 선택합니다. 

⚫  revclou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원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구름형 수정기호 명령이 

완료됩니다. 

 

폴리라인과 마찬가지로 구름형 수정기호를 편집합니다. 

구름형 수정기호를 선택하고 정점을 이동하거나 수정 도구 모음에서 폴리라인 편집 도구를 사용합니다. 

기존 도면요소를 사용하여 구름형 수정기호 작성 

새 구름형 수정기호를 그리는 것 외에도 기존 요소(선, 호, 원, 2D 폴리라인 및 스플라인)를 구름형 

수정기호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객체를 사용하여 구름형 수정기호를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Revision Cloud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구름형 수정기호(마크업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름형 수정기호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한 다음 구름형 수정기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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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clou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변환할 기존 선, 호, 원, 2D 폴리선 또는 스플라인을 선택합니다. 

4.  구름형 수정기호의 개별 호 방향을 바꿀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호가 안쪽을 가리키도록 하려면 (아니오)를 선택합니다. (예)를 선택하여 호가 바깥쪽을 가리키도록 

뒤집습니다.) 

5. .구름형 수정기호가 작성되고 DELOBJ 시스템 변수 설정에 따라 선택한 도면요소가 유지되거나 

삭제됩니다. 

구름형 수정기호 설정 사용자화 

모든 구름형 수정기호는 사용자화할 수 있는 기본 설정을 사용하여 그려집니다. 

⚫ 최소 호 길이 — 구름형 수정기호를 구성하는 개별 호는 최소 호 길이를 설정하여 더 작거나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최대 호 길이 — 구름형 수정기호를 구성하는 개별 호는 최대 호 길이를 설정하여 더 작거나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  스타일 — 수정 구름은 일반 펜이나 서예 펜으로 그린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 설정으로 새 구름형 수정기호만 그려집니다. 기존 구름형 수정기호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름형 수정기호 설정을 사용자화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Revision Cloud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구름형 수정기호(마크업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구름형 수정기호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한 다음 구름형 수정기호를 선택합니다. 

⚫ revclou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호 길이를 선택합니다. 

3.  구름형 수정기호를 구성하는 개별 호의 최소 길이를 입력하고,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구름형 수정기호를 구성하는 개별 호의 최대 길이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값은 최소 

호 길이의 3 배 이상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호 길이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DIMSCALE 시스템 변수의 설정도 호 길이에 영향을 줍니다. 

5.  스타일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일반 펜으로 그린 것처럼 새 구름형 수정기호를 그립니다. 

서예 펜으로 그린 것처럼 새 구름형 수정기호를 그립니다. 

 

다중 지시선 추가 

다중 지시선은 도면의 피쳐를 여러 줄 문자나 블록에 연결하는 선분 또는 스플라인 곡선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점에 화살촉을 배치하고 마지막 점에 바로 인접하여 여러 줄 문자 또는 블록을 

배치합니다. 연결선은 지시선과 내용(여러 줄 문자 또는 블록) 사이에 수평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 작성 

기본적으로 다중 지시선을 작성할 때 다중 지시선에는 화살표, 선 세그먼트 및 끝점에 여러 줄 문자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선분 대신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여러 줄 문자 대신 블록(또는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옵션도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 명령을 시작하면 다중 지시선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형식을 더 잘 



114 C H A P T E R 

1 

 

B 

A 
Sample 

제어하려면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179 페이지의 "다중 지시선 스타일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여러 줄 문자를 포함하는 다중 지시선을 작성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 후 원하는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mlead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 지시선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다중 지시선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최대 개수의 경우 추가 다중 지시선 세그먼트 끝점을 지정합니다. 포인트는 2 보다 크게 

설정됩니다. 

5.  마지막 끝점을 지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6.  여러 줄 문자 편집기에서 주석을 입력합니다. 

7.  완료되면 여러 줄 문자 편집기 외부를 클릭합니다. 

 

 
다중 지시선의 시작점(A)과 다중 지시선의 끝점(B)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 줄 문자(C)를 입력합니다. 

블록이 포함된 다중 지시선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 후 원하는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lead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옵션을 선택하고 콘텐츠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단을 선택합니다. 

3. 다중 지시선 끝에 포함할 블록 이름을 입력한 다음 시작을 누릅니다. 

4. 종료를 선택합니다. 

5. 다중 지시선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6. 다중 지시선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7. 최대 개수의 경우 추가 다중 지시선 세그먼트 끝점을 지정합니다. 

포인트는 2 보다 크게 설정됩니다. 

8. 마지막 끝점을 지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중 지시선의 시작점(A)과 다중 지시선의 끝점(B)을 지정합니다. 

 지정된 블록이 자동으로 그려집니다. 

여러 줄 문자 또는 블록을 포함하지 않는 다중 지시선을 작성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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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 후 원하는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mlead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옵션을 선택하고 콘텐츠 유형을 선택한 다음 없음을 선택합니다. 

3.  종료를 선택합니다. 

4.  다중 지시선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5.  다중 지시선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6.  최대 개수의 경우 추가 다중 지시선 세그먼트 끝점을 지정합니다. 

포인트는 2 보다 크게 설정됩니다. 

7.  마지막 끝점을 지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중 지시선의 시작점(A)과 다중 지시선의 끝점(B)을 지정합니다. 

다중 지시선을 작성하기 전에 옵션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 후 원하는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mlead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 지시선 유형 지시선 유형이 직선인지, 스플라인인지, 지시선이 없는지 선택합니다. 

⚫ 지시선 착지 지시선과 문자 또는 블록 콘텐츠 사이에 수평으로 착지선을 배치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내용 유형 이 스타일의 다중 지시선에 여러 줄 문자를 포함할지, 블록을 포함할지 또는 둘 다 

포함하지 않을지 선택합니다. 

⚫ Maxpoints 지시선의 최대 포인트 수를 입력하려면 선택합니다. 

⚫ 첫 번째 각도 첫 번째 선분의 구속 각도를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 두 번째 각도 두 번째 선분의 구속 각도를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3.  완료되면 종료를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생성을 계속합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사용하여 더 많은 다중 지시선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에서 지시선 추가 및 제거 

각 다중 지시선에는 둘 이상의 지시선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에 지시선을 추가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지시선 추가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지시선 추가(지시선에서)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 후 지시선 추가를 선택합니다. 

⚫ aimmleaderad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3.  새 지시선의 화살촉 위치를 선택합니다. 

4.  추가 지시선을 추가할 점을 계속 선택한 다음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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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지시선에서 지시선을 제거하기 

1.  지시선 제거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지시선 제거(지시선에서)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 후 지시선 제거를 선택합니다. 

⚫ ammleaderremov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지시선 제거를 위해 선택 세트에 포함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3.  제거할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4.  제거할 지시선을 계속 선택한 다음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중 지시선 정렬 

다중 지시선을 정렬하고 배포하는 것은 쉽습니다. 다중 지시선을 수집하여 한 위치에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 콘텐츠가 있는 다중 지시선은 수집할 수 있지만 문자 콘텐츠가 포함된 다중 지시선은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중 지시선을 정렬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 정렬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정렬(지시선에서)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 후 지시선 정렬을 선택합니다. 

⚫ mleaderalig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정렬할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정렬을 사용자화 하려면 옵션을 선택한 후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 배포 선택한 두 점 사이에 다중 지시선 블록 또는 문자 내용을 배치합니다. 

⚫ 지시선 세그먼트를 평행하게 만들기 마지막 지시선 세그먼트가 평행할 다중 지시선 블록 또는 

문자 내용을 배치합니다.  

⚫ 간격 지정 지정한 간격에 따라 다중 지시선 블록 또는 문자 컨텐츠를 배치합니다. 

⚫ 현재 간격 사용 이전에 지정한 현재 간격에 따라 다중 지시선 블록 또는 문자 컨텐츠를 

배치합니다. 

기본값인 배포 옵션에 대해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4.  다중 지시선 블록 또는 문자 내용을 배포하는 데 사용할 시작점을 선택합니다. 

5.  다중 지시선 블록 또는 문자 내용을 배포하는 데 사용할 끝점을 선택합니다. 콘텐츠는 두 지점 

사이에 정렬되고 배포됩니다. 

블록을 행 또는 열에 포함하는 다중 지시선을 모으기 

1. 다중 지시선 모으기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모으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 후 지시선 모으기를 선택합니다. 

⚫ mleadercollec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수집할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다중 지시선 콘텐츠를 수집하고 정렬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 수평 모여진 다중 지시선을 수평으로 배치합니다. 

⚫ 수직 모여진 다중 지시선을 수직으로 배치합니다. 

⚫ 랩 지정한 행당 너비와 수에 따라 모여진 다중 지시선을 줄 바꿈 합니다. 

4.  선택한 다중 지시선에 대한 새 위치의 왼쪽 상단 구석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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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지시선 스타일 작업 
다중 지시선을 작성할 때 프로그램은 현재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사용하여 현재 도면층에 그립니다. 각 다중 

지시선에는 화살촉 유형, 문자 스타일, 색상 등과 같은 다중 지시선 모양을 조정하는 해당 다중 지시선 

스타일이 있습니다. 

명명된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작성, 저장, 수정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에 추가할 때 새 다중 지시선에 

지정된 현재 스타일로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 작성 

다중 지시선 스타일은 다중 지시선의 모양을 조정하는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재사용을 위해 해당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을 작성하기 전에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정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기본 다중 지시선 설정을 저장하는 표준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mleader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새 스타일 이름에 새 다중 지시선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다음으로 시작에서 새 다중 지시선의 기반이 될 기존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5. 주석에서 이 스타일이 주석의 영향을 받는 다중 지시선을 만들려면 선택합니다. 

6. 계속을 클릭합니다. 

7. 새 다중 지시선 스타일 작성 대화상자에서 필요에 따라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대화 상자에서 [?] 를 클릭하십시오.) 

8.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다중 지시선 스타일 설정 
다중 지시선을 작성하면 현재로 설정된 다중 지시선 스타일이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기본 다중 지시선 설정을 저장하는 표준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또는 다른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현재 스타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현재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스타일은 기존 다중 지시선이 아닌 향후 

작성하는 다중 지시선에 지정됩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현재 스타일로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mleader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의 목록에서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3.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4.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중 지시선에 스타일 지정 

언제든지 다중 지시선에 다른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에 스타일을 지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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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면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달기를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스타일 목록(지시선)에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다중 지시선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의 다중 지시선 스타일 리스트에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다중 지시선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한 다음 스타일에서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 이름 바꾸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mleader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 

하여 이름을 바꿉니다. 

3.  이름을 다시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 삭제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mleader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하여 지웁니다. 

3.  삭제를 클릭합니다. 

4.  삭제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닫기를 클릭합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 대한 지시선 형식 설정 조정 
유형, 색상, 선 종류, 선가중치, 화살촉 및 끊기 크기에 영향을 주는 지시선 형식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작업 중인 다중 지시선 스타일(신규 또는 기존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새로 작성/다중 지시선 스타일 수정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은 현재 다중 지시선 

스타일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 지시선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 대한 지시선 형식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mleader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또는 새로운 멀티를 생성하려는 경우 

지시선 스타일 대신 이 장의 179 페이지의 "다중 지시선 스타일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지시선 형식 탭을 클릭하고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119 

 

 

 

 

 
A 

B 

C 

D 

 

E 
 

F 

 

G 

 

 

 

 

 

 

 

A. 지시선 유형 선택: 직선, 스플라인 또는 없음 

B. 다중 지시선의 지시선 색상 선택 

C. 다중 지시선에 대한 지시선 유형 선택 

D. 이 스타일이 지정된 다중 지시선에 대한 지시선 선가중치를 선택합니다. 

E. 다중 지시선의 지시선 화살촉 선택 

 

F. 지시선 화살촉 크기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G. 이 스타일이 지정된 다중 지시선의 지시선 끊기 크기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끊기 크기는 DIMBREAK 명령이 이 스타일이 지정된 다중 지시선과 함께 사용될 

때 사용됩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 대한 지시선 구조 설정 조정 
지시선 구속조건, 계단참 설정 및 지시선 축척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조정할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작업 중인 다중 지시선 스타일(신규 또는 기존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새로 작성/다중 지시선 

스타일 수정 대화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은 현재 다중 지시선 스타일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 지시선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 대한 지시선 구조를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mleader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또는 새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생성하려면 

이 장의 179 페이지의 “다중 지시선 스타일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지시선 구조 탭을 클릭하고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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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시선의 포인트 수를 제한하려면 선택하고 최대 포인트 수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B. 첫 번째 선의 각도를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C. 두 번째 선의 각도를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D. 지시선과 문자 내용 사이에 수평으로 연결선을 포함하려면 선택합니다. 

E. 착지선의 길이를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착지선의 길이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F. 이 스타일의 다중 지시선을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G. 배치 축척에 따라 다중 지시선을 자동으로 축척할지 또는 잠금 축척을 입력할지 선택합니다.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 대한 컨텐츠 설정 조정 
다중 지시선 끝에 있는 컨텐츠에 대한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여러 줄 문자인지, 

블록인지 또는 없음인지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추가 선택을 합니다. 새로 작성/다중 지시선 스타일 

수정 대화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은 현재 다중 지시선 스타일 설정을 기반으로 하는 다중 

지시선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여러 줄 문자가 있는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 대한 컨텐츠 설정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mleader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또는 새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생성하려면 

이 장의 179 페이지의 “다중 지시선 스타일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콘텐츠 설정 탭을 클릭하세요. 

4.  다중 지시선 유형에서 여러 줄 문자를 선택합니다. 

5.  계속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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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 스타일의 다중 지시선에 여러 줄 문자 또는 블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선택합니다.  

B. 여러 줄 문자 내용의 기본 문자를 표시합니다. [...]를 클릭하여 기본 문자를 지정합니다. 

C. 여러 줄 문자의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클릭 [...]문자 스타일을 관리합니다. 

D.여러 줄 문자의 회전 각도가 삽입된 대로, 항상 오른쪽 읽기 또는 항상 수평인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E. 여러 줄 문자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F. 여러 줄 문자의 높이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G.여러 줄 문자를 항상 왼쪽 정렬하려면 선택합니다. 

H. 여러 줄 문자 내용을 다중 지시선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부착하려면 선택합니다.  

I. 지시선의 왼쪽(가로) 또는 상단(세로)에 여러 줄 문자를 붙일 때 위치를 선택합니다. 

J. 여러 줄 문자가 지시선의 오른쪽(가로) 또는 하단(세로)에 부착될 때 위치를 선택합니다. 

K. 착지 사이의 거리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L. 필요한 경우 다중 지시선을 문자로 확장하려면 선택합니다.  

M. 여러 줄 문자 주위에 프레임을 추가하려면 선택합니다. 

 
블록이 있는 다중 지시선 스타일에 대한 컨텐츠 설정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다중 지시선을 선택한 다음 다중 지시선 스타일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mleader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중 지시선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멀티를 생성하려는 경우 지시선 

스타일 대신 이 장의 175 페이지의 "다중 지시선 스타일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콘텐츠 설정 탭을 클릭하세요. 

4.  다중 지시선 유형에서 차단을 선택합니다. 

5.  계속 선택합니다. 

6.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A 

 
B 

C 

D 

E 

F 

G M 

H 

 

I 

J 

K 

L 



122 C H A P T E R 

1 

 

 

 

A 
 

 
B 

 

C 

 D 

 E 

 

 

 

 

 

 

A. 이 스타일의 다중 지시선에 여러 줄 문자 또는 블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또는 포함되지 않는지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의 옵션은 선택 항목에 따라 변경됩니다.) 

B. 다중 지시선 끝에 사용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C. 다중 지시선에 블록을 부착하는 데 사용할 점(지정하는 삽입점 또는 중심점)을 선택합니다. 

D.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되는 블록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경계 폴리라인 만들기 
경계 폴리선은 단일 닫힌 도면요소 또는 교차하고 해칭 또는 치수기입에 사용되는 여러 도면요소로 경계를 

이루는 영역입니다. 

경계 폴리라인 이해 
경계 명령을 사용하여 해칭 및 치수 기입과 같은 작업을 위해 도면의 특정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닫힌 루프 내부의 영역을 선택하여 경계 폴리선을 작성합니다. 선택하는 영역은 닫힌 단일 객체 또는 

교차하는 여러 객체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객체가 교차하는 경우 4MCAD 는 경계를 영역을 지정하는 점에 가장 가까운 닫힌 루프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에서 선택한 영역 점은 사각형 자체에 의해 형성된 닫힌 루프와 달리 점 

선택에 가장 가까운 닫힌 루프로 구성된 경계를 생성합니다. 

 

 
선택한 점(A) 및 결과 경계(B). 

경계를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경계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계 세트는 경계 경로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객체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잡한 도면으로 작업하는 경우 경계 폴리선을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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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에서 원과 삼각형은 선택한 요소입니다. 원이나 삼각형 내부의 영역을 선택하면 음영 처리된 

영역을 경계로 하는 폴리라인이 생성됩니다. 

 

 

선택한 요소(A 및 B)와 선택한 영역(C)에 지정된 점음 영역 주변의 새로운 경계. 

 

중첩된 고립영역 감지 사용 

중첩된 고립영역은 다른 폐쇄 루프 내부에 있는 폐쇄 루프입니다. 

4MCAD 는 교차면 감지 옵션을 제공하므로 경계에 대한 영역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섬 (있는 경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두 개의 고립영역이 있는 직사각형 폴리라인을 보여줍니다. 원은 

외부 섬이라고 하고 팔각형은 중첩 섬이라고 합니다. 

 

외부 고립영역(B)이 있는 직사각형 폴리선(A),  
영역 선택을 지정하는 점(C) 및 내포된 고립영역 (D). 

 

세 가지 교차면 감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중첩된 고립영역의 폴리라인에 대해 외부 객체와 모든 면이 고려됩니다. 

⚫  외부만 폴리라인에 대해 외부 객체와 외부 아일랜드만 고려됩니다. 

⚫  중첩된 면 무시 폴리라인에 대해 외부 객체만 고려됩니다. 

경계 폴리라인 만들기 

경계 폴리라인을 생성할 때 기존 객체 또는 여러 객체를 선택하여 경계를 정의합니다. 

경계 폴리선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경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경계를 선택하거나 그리기> 경계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해치> 경계를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경계 도구를 클릭합니다. 

⚫  경계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경계 폴리라인에 사용할 객체를 지정합니다. 

⚫ 모든 객체 경계 폴리라인을 생성할 때 도면의 모든 객체를 고려하려면 모든 보이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지정 선택 경계 폴리라인을 생성할 때 고려할 특정 영역만 정의하면 복잡한 도면으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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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하는 경우 시스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경계 세트 선택을 클릭합니다. 도면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프롬프트 상자에서 선택 방법을 선택하여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현재 선택 세트 옵션이 자동으로 선택되어 경계 세트 선택 버튼으로 선택한 객체가 

경계 폴리라인을 생성할 때 고려됨을 나타냅니다. 

Select Boundary Set 버튼을 사용하여 객체를 다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선택 세트 옵션은 경계 세트 선택 버튼으로 선택한 마지막 객체 세트를 사용합니다. 

3. 고립 영역 감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4.  영역 선택을 클릭합니다. 

5. 도면에서 폴리선 자체가 아니라 닫힌 둘레가 경계를 형성하는 영역 내부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경우 추가로 닫힌 경계 내부를 계속 클릭합니다 

6. 선택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7. 경계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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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계 폴리라인을 생성할 때 고려할 요소를 선택할 수 있는 도면 영역을 엽니다. 

B  다음과 같은 경우 보이는 모든 객체를 고려하도록 선택합니다(경계 폴리라인 생성.) 

C  선택한 객체를 사용하도록 선택합니다. 

D  고립영역 감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새 경계 폴리라인을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닫힌 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도면 영역을 엽니다. 

해칭 및 그라디언트 추가 
도면에 해칭 또는 그라디언트를 추가하면 4MCAD 는 도면요소 또는 닫힌 영 

역을 패턴으로 채웁니다. 해칭 또는 그라데이션 추가는 3 단계 프로세스입니다. 

1.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 패턴을 지정합니다. 

2. 객체 또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3. 추가 옵션을 지정합니다. 

해치 패턴과 그라디언트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치 및 그라디언트 패턴을 그리고 표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도면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칭 및 그라디언트를 추가하거나 작업을 계속하면서 잠금할 수 있는 별도의 도면층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은 크기의 선 패턴을 사용하여 단색 채우기를 만드는 대신 SOLID 해치 

패턴을사용하면 훨씬 빠르게 인쇄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125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 패턴 지정 
해치 패턴은 반복되는 선, 대시 및 점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미리 정의된 패턴 세트에서 하나를 선택하거나 고유한 패턴을 정의하거나 사용자 해치 라이브러리에서 

패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패턴은 한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점진적이거나 부드러운 변화로 구성됩니다. 색상과 

패턴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존 해치 및 그라데이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HATCHEDIT 를 입력하여 기존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을 수정하거나 도면에서 두 번 클릭하거나 특성 

창에서 해당 설정을 변경합니다. 

미리 정의된 해치 패턴 지정 

미리 정의된 해치 패턴은 다음 해치 패턴 라이브러리 파일에 저장됩니다. 

⚫ Icad.pat-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호환 패턴입니다. icadiso.pat — 국제 

표준 기구(ISO) 호환 패턴입니다. 
미리 정의된 해치 패턴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해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해치 또는 그리기> 해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해치> 해치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해치를 선택합니다. bhatc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해치 탭을 클릭합니다. 

3.  유형에서 미리 정의됨을 선택합니다. 

4.  패턴에서 원하는 패턴을 선택하세요. [...]를 클릭하거나 견본을 클릭하여 해치 패턴 대화 상자를 

열고 ANSI, ISO 또는 기타 미리 정의된 탭에서 패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5.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색상 첫 번째(왼쪽) 색상 목록에서 해치선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 색상 목록에서 

해치 배경 색상을 선택합니다. 

⚫  각도 x 축을 기준으로 한 해치 패턴의 각도를 도 단위로 입력합니다 (1-360). 기본 각도는 시계 

방향입니다. 숫자 값을 입력하여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율 배율을 기본값의 백분율로 입력합니다. 축척 비율을 변경하면 해치 패턴이 기본 크기보다 

크거나 작아집니다. ISO 표준 패턴을 선택한 경우 눈금은 ISO 펜 너비에 영향을 줍니다. 

⚫  도면 공간 관련 도면 공간에 대해 정의된 단위를 기준으로 해치 패턴을 축척하려면 선택합니다. 

(명명된 레이아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ISO 펜 너비 ISO 표준 패턴을 선택한 경우 펜 너비를 입력합니다. 

6. 원점에서 해치 패턴을 기본 원점에서 그릴지 아니면 새 원점에서 그릴지 선택합니다.  

새 출처를 지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도면에서 직접 새 원점을 선택하기. 

⚫ 경계 범위의 기본값을 선택하여 원점을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오른쪽 

아래 또는 경계 범위의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새 원점을 새 기본값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 해치 원점을 기본값으로 저장하려면 기본 원점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해치 원점은 HPORIGIN 시스템 변수에 저장됩니다. 

7. 계속하려면 해칭 할 도면요소 또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126 C H A P T E R 

1 

 

사용자 정의 해치 패턴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해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해치 또는 그리기> 해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해치> 해치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해치를 선택합니다. 

⚫  bhatc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해치 탭을 클릭합니다. 

3.  유형 목록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4.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색상 첫 번째(왼쪽) 색상 목록에서 해치선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 색상 목록에서 

해치 배경 색상을 선택합니다. 

⚫ 각도 x 축을 기준으로 한 해치 패턴의 각도를 도 단위로 입력합니다 (1-360). 기본 각도는 시계 

방향입니다. 숫자 값을 입력하여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중 패턴을 교차 해치 하려면 선택하여 원본 위에 90 도 각도로 패턴의 다른 복사본을 배치합니다. 

⚫ 도면 공간 관련 도면 공간에 대해 정의된 단위를 기준으로 해치 패턴을 축척하려면 선택합니다. 

(명명된 레이아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간격 해치 패턴의 줄 간격을 입력합니다. 

5.  해치 원점에서 해치 패턴을 기본 원점에서 그릴지 아니면 새 원점에서 그릴지 선택합니다. 새 

출처를 지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도면에서 직접 새 원점을 선택하기. 

⚫ 경계 범위의 기본값을 선택하여 원점을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또는 경계 

범위의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새 원점을 새 기본값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 해치 원점을 기본값으로 저장하려면 기본 원점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해치 원점은 HPORIGIN 

시스템 변수에 저장됩니다. 

6.  계속하려면 해칭할 도면요소 또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 

페이지의 "해칭 및 그라데이션에 대한 객체 또는 영역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라이브러리 해치 패턴 지정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표준 라이브러리, 사용자화 된 패턴, 공급업체 또는 표준 조직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와 같은 사용자화 된 외부 해치 패턴 라이브러리(.pat 파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t 파일은 

모든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각 .pat 파일에는 하나의 해치 패턴이 포함되며 파일 이름은 해치 패턴의 이 

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해치 패턴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Name],[Description] 
 

angle, x-origin, y-origin, delta-x, delta-y [, dash1, dash2, …] 

또는 icad.pat 에 사용자 정의 해치 패턴을 추가하고 아래의 사용자 정의 라이브 

러리 패턴 대신 앞에서 설명한 사전 정의된 해치 패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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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라이브러리 패턴을 사용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사용자 지정 패턴 파일(.pat 파일)을 4MCAD 가 설치된 Patterns 폴더에 복사합니다. 4MCAD 가 

패턴 파일을 검색하는 위치를 확인하려면 도구>옵션을 선택하고 경로/파일을 클릭한 다음 해치 

패턴에 대해 나열된 폴더를 확인하십시오. 

⚫  도구> 옵션을 선택하고 경로/파일을 클릭한 다음 사용자 정의 패턴 파일(.pat 파일)의 위치를 해치 

패턴에 대해 나열된 폴더에 추가합니다. 

2. 해치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홈> 해치 또는 그리기> 해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해치> 해치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해치를 선택합니다. 

⚫  bhatc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해치 탭을 클릭합니다. 

4. 유형에서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5. 사용자 지정 패턴의 목록에서 패턴을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여 열 수도 있습니다. (해치 패턴 

대화상자를 클릭하고 사용자 탭에서 패턴을 선택합니다.) 

6.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색상 첫 번째(왼쪽) 색상 목록에서 해치선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 색상 목록에서 

해치 배경 색상을 선택합니다. 

⚫  각도 x 축을 기준으로 한 해치 패턴의 각도를 도 단위로 입력합니다 (1-360). 기본 각도는 시계 

방향입니다. 숫자 값을 입력하여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배율 배율을 기본값의 백분율로 입력합니다. 축척 비율을 변경하면 해치 패턴이 기본 크기보다 

크거나 작아집니다. 

⚫ 도면 공간 관련 도면 공간에 대해 정의된 단위를 기준으로 해치 패턴을 축척하려면 선택합니다. 

(명명된 레이아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해치 원점에서 해치 패턴을 기본 원점에서 그릴지 아니면 새 원점에서 그릴지 선택합니다. 새 

출처를 지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도면에서 직접 새 원점을 선택하기 

⚫  경계 범위의 기본값을 선택하여 원점을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또는 경계 

범위의 중심으로 설정합니다. 

 

새 원점을 새 기본값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새 해치 원점을 기본값으로 저장하려면 기본 원점으로 저장을 선택합니다. 해치 원점은 

HPORIGIN 시스템 변수에 저장됩니다. 

8 계속하려면 해칭 할 도면요소 또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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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치 패턴을 생성하려면 선택합니다. 

B. 해치 패턴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C. 목록에서 미리 정의된 해치 패턴을 선택하거나 [...]를 클릭하여 해치 패턴 대화상자에서 선택합니다. 

D. 해치 패턴을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E. 해치 라인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F. 목록에서 사용자 정의 해치 패턴을 선택하거나 [...] 를 클릭하여 해치 패턴 대화상자를 엽니다. 

G. x 축을 기준으로 한 해치 패턴의 각도를 입력합니다. 

H. 사용자 정의 패턴을 크로스 해칭 하려면 선택합니다. 

I. 사용자 정의 패턴의 줄 간격을 입력합니다. 

J. 미리 정의된 ISO 표준 패턴의 펜 너비를 입력합니다. 

K. 기본 해치 원점을 사용하거나 새 원점을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L. 도면에서 새 해치 원점을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M. 새 해치 원점을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 경계 범위의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또는 중심. 

N. 새 해치 원점을 새 기본값으로 저장하려면 선택합니다. 

O. 정의된 단위를 기준으로 해치 패턴의 배율을 조정하려면 선택합니다. 종이 공간. (명명된 레이아웃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P. P 배율을 기본값의 백분율로 입력합니다. 

Q. 해치 배경색을 선택합니다. 

그라데이션 패턴 지정 

그라디언트 패턴은 한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점진적이거나 부드러운 변화 

로 구성됩니다. 색상, 패턴 및 방향 설정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라데이션 패턴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그라디언트(그리기에서) 또는 그리기> 그라디언트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해치>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 후 해치를 누른 다음 그라디언트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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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디언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색상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단일 색상 그라데이션 패턴에 대해 하나의 색상을 지정한 다음 Color1 에서 색상을 지정합니다. 

지정한 색상은 GFCLRSTATE 시스템 변수에 따라 흰색 또는 검정색으로 부드럽게 됩니다.  

⚫ 두 가지 색상 그라데이션 패턴에 대해 두 가지 색상을 지정한 다음 Color1 및 Color2 에 색상을 

지정합니다. Color1 은 Color2 로 부드럽게 됩니다. 

3.  그라디언트 패턴의 3x3 디스플레이에서 그라디언트 패턴을 선택합니다.  

4.  방향 옵션을 지정합니다. 

⚫ 가운데 그라디언트 패턴을 가운데에 맞추려면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그라디언트 패턴에 

광원이 위와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패턴이 위아래로 이동됨). 

⚫  각도 그라데이션 패턴의 각도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5.  계속하려면 그라디언트의 객체 또는 영역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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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라디언트 패턴을 생성하려면 선택합니다. 

B  그래디언트 패턴에 대해 하나 또는 두 가지 색상을 지정하려면 선택합니다. 

C  그라디언트 패턴의 첫 번째 색상을 선택합니다. 더 보려면[...]를 클릭하십시오. 

D  2 색 그라데이션 패턴을 만드는 경우 두 번째 색상을 선택합니다. 더 많은 색상 옵션을 보려면 [...]를 클릭하십시오. 

E  그라데이션 패턴을 선택합니다. 

F  그라디언트 패턴을 가운데에 맞추려면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패턴이 상하좌우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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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칭 및 그라디언트에 대한 객체 또는 영역 지정 

해치 및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객체 또는 영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객체 선택 — 닫힌 경계를 형성하는 객체(예: 원 또는 직사각형)에 해칭 또는 그라데이션을 

추가합니다. 단일 객체 또는 여러 객체에 동시에 해칭 또는 그라데이션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  영역 선택 - 경계를 형성하는 요소로 둘러싸인 영역에 해칭 또는 그라데이션을 추가합니다.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은 객체 자체가 아니라 닫힌 영역에서 생성됩니다. 전체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은 일단 그려지면 단일 도면요소로 처리되며 경계 도면요소와 연관되거나 

독립적입니다. 

해칭 및 그라데이션에 대한 요소 또는 영역을 선택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해치 또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그라디언트 E 그리기에서 F 또는 그리기> 그라디언트 E 그리기에서 F 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해치>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 후 해치를 누른 다음 그라디언트 탭을 선택합니다. 

⚫ 그라디언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추가: 포인트 선택 해칭 및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영역을 지정합니다. 도면에서 경계 자체가 

아니라 경계의 닫힌 둘레 내부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경우 추가로 닫힌 경계 내부를 계속 

클릭합니다. 선택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 추가: 객체 선택 해칭 및 그라데이션을 적용할 객체를 지정합니다. 도면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프롬프트 상자에서 선택 방법을 선택하여 객체를 클릭한 다음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 경계 제거 선택 세트에서 경계를 제거합니다. 도면에서 선택 세트에서 제거할 경계를 

클릭합니다. 

⚫ 경계 다시 만들기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 주위에 폴리라인이나 영역을 만듭니다. 도면에서 

경계를 작성할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을 클릭합니다. 

⚫ 선택 항목 보기 선택 집합을 표시합니다. 도면에서 선택 세트 보기가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3. 계속하려면 추가 옵션을 지정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203 페이지의 "추가 해치 및 그라데이션 

옵션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선택한 도면요소 수가 HPOBJWARNING 시스템 변수 값을 초과하는 경우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을 

작성할 때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경고가 표시되면 해치 작성을 계속하기 전에 성능을 

향상시키려면 더 적은 수의 도면요소를 선택하십시오. 해치 패턴은 메모리 집약적이며 그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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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클릭하여 생성하는 하나 이상의 객체 내부의 점을 선택합니다. 
B 하나 이상의 객체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C 선택 세트에서 경계를 제거하려면 클릭합니다. 
D 도면에서 현재 선택된 요소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E 폴리라인 또는 영역으로 둘러 쌀 해치 또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추가 해치 및 그라데이션 옵션 지정 

서식 지정 옵션, 고립영역 감지 및 경계와 관련된 특정 옵션을 포함하여 해치 및 그라데이션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많은 옵션이 있습니다. 

기존 해치 및 그라데이션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HATCHEDIT 를 입력하여 기존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을 수정하거나 도면에서 두 번 클릭하거나 특성 

창에서 해당 설정을 변경합니다. 

 
추가 해치 및 그라데이션 옵션을 지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해치 또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그라디언트(그리기에서) 또는 그리기> 그라디언트(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해치> 그라디언트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 후 해치를 누른 다음 그라디언트 탭을 선택합니다. 

⚫  그라디언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서식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주석 주석 축척의 영향을 받는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 패턴의 표시 및 인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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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관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 패턴을 경계 객체와 연관시킵니다. 경계를 이동하면 연관 패턴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  별도의 해치 만들기 둘 이상의 닫힌 경계를 선택한 경우 여러 개의 해치 또는 그라디언트를 

만듭니다. 

⚫  그리기 순서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 패턴이 경계를 기준으로 그려지는 순서를 결정합니다. 

⚫  도면층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 패턴이 할당되는 도면층을 결정합니다. 

⚫  투명 해치 또는 그라디언트의 투명도를 결정합니다. 값 지정을 선택한 경우 투명도 값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를 사용합니다. 

⚫  속성 상속 설정을 복사하고 해치 및 그라디언트 대화 상자에서 해당 설정을 로드할 해치 또는 

그라디언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해치 및 그라디언트 대화 상자에서 필요한 경우 >를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확장합니다. 

4.  경계를 중첩된 면으로 결정하려면 중첩된 면에서 고립 영역감지를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Normal 외부 객체와 모든 아일랜드가 해칭 대상으로 고려됩니다. 

⚫  외부 외부 객체와 외부 아일랜드만 해칭에 대해 고려됩니다. 

⚫  무시 외부 객체만 해칭으로 고려됩니다. 

 

⚫ 경계 유지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을 그리기 위해 생성된 모든 새 요소를 유지합니다. 켜져 있는 

경우 새 도면요소를 폴리선으로 작성할지 영역으로 작성할지 선택합니다. 기존 객체는 항상 

유지됩니다. 

⚫ 경계 세트 추가: 포인트 선택 옵션을 사용할 때 경계를 생성하기 위해 고려되는 객체의 영역을 

결정합니다. 현재 뷰포트 내에서 모든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현재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새로 만들기 옵션으로 지정된 영역 내의 객체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기존 

집합을 선택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영역을 지정합니다. 

⚫ Gap Tolerance 접촉하지 않는 객체가 경계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오차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두 선이 같은 점에서 만나지 않지만 끝점 사이의 

거리가 해치 공차 내에 있는 경우 닫힌 것으로 간주되어 경계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4MCAD 는 4MCAD 창의 크기에 따라 자동으로 간격 허용치를 계산합니다. 

⚫ 옵션 상속 속성 상속을 사용할 때 현재 원점을 사용할지 원래 해치 원점을 사용할지 

결정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해치 패턴은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해치 패턴을 그리고 표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도면 작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해칭을 추가하거나 도면 작업을 계속하면서 잠금할 수 있는 별도의 도면층에 해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해치 스케일과 패턴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은 크기의 선 패턴을 

사용하여 솔리드 채우기를 작성하는 대신 SOLID 해치 패턴을 사용하면 인쇄 및 표시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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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A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을 주석으로 만들려면 선택합니다. 

B  이동하는 경우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려면 선택하십시오. 

C  이상인 경우 별도의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을 생성하려면 선택합니다. 

D  클릭하여 도면에서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을 선택합니다. 

E  해치 또는 그라디언트의 투명도를 선택합니다. 지정하는 경우 값, 투명도 값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를 사용합니다. 

F  해치 또는 그라디언트의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G  속성 상속을 사용할 때 적용할 해치 또는 그라데이션 원점을 선택합니다. 

H  해치 또는 그라디언트의 그리기 순서를 지정 

I  비접촉 객체가 포함될 수 있는 허용오차를 입력하고, 여전히 해치 패턴 경계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J  경계 생성을 위해 고려할 객체 영역을 선택합니다. (추가: 포인트 선택 옵션을 사용할 때.) 

K  사용 시 경계 선택을 위한 새 영역을 지정하려면 클릭합니다. (추가: 포인트 선택 옵션을 사용할 때.) 

L  경계 유지가 켜져 있으면 생성 여부를 선택합니다. 

M  그리기를 위해 생성된 모든 새 요소를 유지하려면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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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보기 
4MCAD 는 도면을 표시하고 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표시 설정을 변경하여 도면의 표시 

또는 인쇄 속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보기를 스크롤, 이동 및 회전하여 도면 내에서 탐색합니다. 

⚫ 확대 및 축소하여 도면의 배율을 변경합니다. 

⚫ 주석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을 봅니다. 

⚫ 시각적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도면의 여러 창 또는 보기로 작업합니다. 

⚫ 크거나 복잡한 도면으로 작업할 때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 요소 표시를 제어합니다. 

 

도면 다시 그리기 및 재생성 
도면에서 작업할 때 명령 완료 후에도 시각적 요소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새로 고치거나 다시 그려 이러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창 표시를 다시 그리기(새로 고침) 

다시 그리기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뷰> 다시 그리기(탐색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다시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확대를 선택 후 다시 그리기 탭을 누릅니다. 

⚫  다시 그리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도면 요소에 대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부동 소수점 값으로 저장되어 높은 수준의 정밀도를 보장합니다. 

이러한 값을 적절한 화면 좌표로 변환하기 위해 부동 소수점 데이터베이스에서 도면을 다시 계산하거나 

재생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수동으로 재생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이 재생성 되면 다시 그려집니다. 

현재 창을 재생성하려면 명령 모음에 regen 을 입력합니다. 두 개 이상의 창이 표시되면 regenall 을 입력하여 

모든 창을 재생성합니다. 

 

도면 내 이동 
뷰를 스크롤, 이동 또는 회전하여 현재 뷰포트에 표시된 도면의 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배율을 변경하지 않고 보고 있는 도면의 부분이 변 

경됩니다. 스크롤을 사용하면 도면에서 수평 및 수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패닝을 사용하면 도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전하면 모든 

각도에서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사용하여 다른 보기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 모델 및 레이아웃 탭. 자세한 내용은 526 페이지의 “도면 공간 및 모형 공간에서 도면 보기”을(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도면 공간 및 모형 공간에서 도면 보기를 참고하십시오. 

⚫ 명명된 보기. 자세한 내용은 300 페이지의 "명명된 보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스크롤 막대 사용 

도면 내 탐색을 돕기 위해 각 도면 창에서 수평 및 수직 스크롤 막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 막대를 

기준으로 한 스크롤 상자의 크기는 현재 그리기 확대 수준을 나타냅니다. 스크롤 막대를 기준으로 한 

스크롤 상자의 위치는 도면의 범위(도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사각형)를 기준으로 한 도면의 

중심 위치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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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롤 막대를 켜거나 끄기 

스크롤 막대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리본에서 뷰> 스크롤 바(디스플레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표시> 스크롤바 보기 선택합니다. 

⚫ 도구> 옵션> 표시 탭을 선택하고 스크롤바 보기를 선택합니다. 

⚫ 스크롤 막대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켜기, 끄기 또는 토글을 선택합니다. 

 

도면 초점 이동 

보기 도구 모음의 팬 도구를 사용하여 도면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패닝은 도면의 

보기를 수평, 수직 또는 대각선으로 이동하거나 밉니다. 그림의 배율은 공간에서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유일한 변경 사항은 표시된 도면 부분입니다. 도면의 특정 영역으로 자주 이동(및 

확대/축소)하는 경우 뷰 관리자를 사용하여 뷰를 생성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점을 지정하여 패닝 

정확한 패닝을 위해 팬의 크기와 방향을 정의하는 두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 또는 기준점은 팬의 

시작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점은 첫 번째 점에 대한 팬 변위의 양을 나타냅니다. 

두 점을 지정하여 초점이동하기 

1.  팬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뷰> 이동(탐색)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팬> 팬을 선택합니다. 

⚫  뷰> 도구막대>확대>실시간 초점 이동 

⚫  pa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도면 창에서 좌표를 입력하거나 점을 지정하여 팬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실시간으로 초점 이동 

실시간으로 초점 이동을 하게 되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팬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큰 도면 파일에서 실시간 초점이동을 사용하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도면요소 수를 줄이려면 ZOOMDETAIL 시스템 변수를 더 높은 숫자로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이 10 으로 설정되면 실시간으로 이동 및 확대/축소할 때 10 번째 

개체만 표시됩니다. 

실시간으로 초점 이동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실시간 초점 이동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실시간 초점 이동(탐색)을 선택합니다. 

⚫  뷰> 초점 이동> 실시간 초점 이동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확대 선택 후 실시간 초점이동을 선택합니다. 

⚫  rtpa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3.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커서를 이동합니다. 

4.  패닝을 중지하려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휠이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패닝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도면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MBUTTONPAN 시스템 변수는 이 기능을 조정합니다. 

휠이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초점이동하기 

⚫  휠을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려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화살표 키를 사용한 초점 이동 

조금씩 이동하려면 화살표 키를 사용합니다. 도구> 옵션의 표시 탭에 명령 기록 탐색에 위/아래 

화살표 사용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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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살표 키를 사용하여 초점 이동하려면 

⚫  위쪽, 아래쪽, 오른쪽 또는 왼쪽 화살표 키를 누릅니다. 

 

 

실시간 도면 궤도 

4MCAD 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도면을 선회하거나 뷰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형 공간에 있는 동안 모든 각도에서 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도면 공간에서는 뷰를 회전할 수 

없습니다. 

큰 도면 파일에서 3D 궤도 명령을 사용하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도면요소 수를 줄이려면 ZOOMDETAIL 시스템 변수를 더 높은 숫자로 설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값이 10 으로 설정되면 실시간으로 이동 및 확대/축소할 때 10 번째 개체만 표시됩니다. 

도면을 궤도 선회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제한된 궤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제한된 궤도(탐색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3D 궤도> 제한된 궤도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3D 궤도 선택 후 제한된 궤도를 선택합니다. 

⚫  3dorbi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끌어 도면을 궤도 선회합니다. 

⚫  설정을 선택하여 선회할 다른 점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를 클릭하고 끌어 도면을 선회합니다. 

3.  궤도를 멈추려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도면을 보는 동안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휠)을 클릭하고 끌어 도면을 

선회합니다. 

연속 동작을 사용하여 도면을 궤도 선회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연속 궤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연속적인 궤도(탐색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3D 궤도> 연속적인 궤도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3D 궤도 선택 후 연속적인 궤도를 선택합니다. 

⚫  3dcorbi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왼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고 끌어 도면을 궤도 선회합니다. 

⚫  설정을 선택하여 선회할 다른 점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를 클릭하고 끌어 도면을 선회합니다. 

3.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보기는 계속 선회합니다. 

4. 완료되면 Enter 또는 Esc 키를 누르거나 도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축을 잠그지 않고 궤도를 돌거나 잠글 다른 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 궤도 명령을 사용하여 축을 잠그지 않고 도면을 궤도 선회합니다. 제한된 궤도, 제한된 Y 궤도 

및 제한된 Z 궤도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축을 유지하면서 도면을 궤도 선회합니다. Ctrl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하여 z 축을 중심으로 보기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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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를 사용하여 도면 보기 

카메라는 위치와 대상에 따라 도면의 3D 보기에 대한 설정을 정의합니다. 카메라 높이, 뷰의 자르기 경계 

및 기타 옵션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를 수정하려면 도면에서 카메라를 선택하고 그립을 이동하거나 속성창에서 속성을 변경합니다. 

카메라는 뷰 관리자를 사용하여 변경할 수도 있는 명명된 뷰입니다.  

카메라를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카메라 작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카메라 작성(보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카메라 작성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뷰를 선택 후 카메라 작성을 누릅니다. 

⚫ 카메라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카메라 위치를 지정합니다. 

3. 뷰의 대상 지점을 지정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 옵션을 지정합니다. 

⚫ 이름 카메라의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위치 새 카메라 위치를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높이 카메라의 높이를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대상 카메라 보기에 대한 새 대상 지점을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대상 위치는 보기의 

중심입니다. 

⚫  렌즈 렌즈의 길이를 입력합니다. 값이 클수록 보기가 좁아집니다. 값은 600 밀리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 클리핑 보기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개의 클리핑 평면이 있습니다. 카메라와 전면 클리핑 

평면 사이의 모든 항목이 숨겨지고 후면 클리핑 평면과 대상 사이의 모든 항목이 숨겨집니다. 

예를 선택하여 전면(또는 후면) 자르기 평면을 지정하고 거리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클리핑 평면을 비활성화하려면 두 옵션 중 하나에 대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 뷰 카메라가 생성될 때 현재 뷰를 카메라 설정으로 전환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카메라를 만들 

때 현재 뷰를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아니오 를 선택합니다. 

5.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카메라 보기로 전환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View Manager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보기 관리자(보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보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뷰를 선택 후 뷰 관리자를 누릅니다. 

⚫ View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카메라 뷰를 선택하세요. 

3.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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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의 배율 변경 
확대/축소를 통해 언제든지 도면의 배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도구가 활성화되면 커서가 

돋보기로 바뀝니다. 그림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배율을 줄이려면 축소하거나 그림의 일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배율을 높이려면 확대하십시오. 도면의 배율을 변경하면 도면이 표시되는 방식에만 영향을 

줍니다. 도면에 있는 요소의 치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면의 특정 영역을 자주 확대/축소(및 초점이동)하는 경우 뷰 관리자를 사용하여 뷰를 생성하고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00 페이지의 "명명된 보기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배치 뷰포트를 확대할 수 없으면 배치 뷰포트가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잠긴 배치 뷰포트에서 초점이동 또는 줌하는 동안 축척 및 뷰는 모형 공간에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31 페이지의 "레이아웃 뷰포트 수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레이아웃 뷰포트 수정을 

참조하십시오. 

 

확대/축소 이해 
도면의 배율을 변경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미리 설정된 증분만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입니다. 

확대/축소 도구 모음에서 확대 도구는 도면의 현재 배율을 두 배로 늘립니다. 축소 도구는 도면의 배율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현재 뷰포트의 중앙에 있는 도면 부분은 확대 및 축소해도 화면 중앙에 유지됩니다. 
 

  

확대 축소 

창을 사용하여 영역 확대 

확대/축소하려는 도면 부분을 정의하는 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창을 사용하여 영역을 확대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확대 창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확대 창(탐색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확대/축소> 창을 선택합니다. 

⚫ 확대/축소 도구 모음에서 확대/축소 창 도구를 클릭합니다. 

⚫ 확대/축소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확대하려는 영역 주변의 창 모서리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3.  확대하려는 영역 주위에 창의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확대하려는 영역 주위에 직사각형 창을 지정하려면 먼저 한 모서리(A)를 선택한 다음 반대쪽 모서리(B)를 선택합니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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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이상의 객체로 확대 

선택한 특정 객체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창은 선택한 객체로 채워집니다. 

하나 이상의 객체를 확대하기 

1.  하나 이상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객체 확대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요소 확대(탐색)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확대/축소> 개체를 선택합니다. 

⚫ 확대/축소 도구 모음에서 요소 확대/축소 도구를 클릭합니다. 

실시간으로 확대 
실시간으로 확대하면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확대/축소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확대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실시간 줌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실시간 확대/축소(탐색)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확대/축소> 실시간 확대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확대를 선택하고 실시간 확대를 누릅니다. 

⚫ rtzoom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Ctrl + Shift 를 동시에 누르고 있습니다. 

2.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3.  확대하려면 커서를 화면 위로 이동합니다. 축소하려면 커서를 화면 아래로 이동합니다. 

4.  확대/축소를 중지하려면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휠이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확대/축소 
휠을 사용자에게서 멀어질 때마다 1.25 배로 확대됩니다. 사용자 쪽으로 회전할 때마다 0.8 배 축소됩니다. 

휠이 있는 마우스를 사용하여 확대/축소하기 

⚫ 휠을 사용자에게서 멀어지게 돌려 확대하거나 사용자 쪽으로 돌리면 축소됩니다. 

마우스 휠 사용자 지정 
마우스 휠에 대한 설정은 ZOOMWHEEL(휠 방향), ZOOMPERCENT(곡선 요소에 대한 표시 정확도) 

및 ZOOMFACTOR(휠에 대한 확대/축소 비율)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작업 스타일에 맞게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이전 뷰 표시 
확대하거나 초점 이동하여 도면의 일부를 더 자세히 본 후 전체 도면을 보기 위해 이전 보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이전 뷰를 표시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전 확대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이전 확대/축소(탐색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확대/축소> 이전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확대를 선택한 후에서 이전을 누릅니다. 

이 도구를 반복적으로 선택하면 최대 25 개의 연속적인 확대/축소 또는 이동 보기로 되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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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배율로 확대 
도면의 전체 크기 또는 현재 표시와 관련하여 측정된 정확한 축척 비율로 보기의 배율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배율을 변경하면 현재 뷰포트의 중앙에 있는 도면 부분이 화면 중앙에 유지됩니다. 

도면의 전체 크기를 기준으로 보기의 배율을 변경하려면 배율 배율을 나타내는 숫자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축척 비율을 2 로 입력하면 도면이 원래 크기의 두 배로 나타납니다. 배율 0.5 를 입력하면 도면이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나타납니다. 

확대 배율 뒤에 x 를 추가하여 현재 배율을 기준으로 도면의 배율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축척 

비율을 2x 로 입력하면 도면이 현재 크기의 두 배로 변경됩니다. .5x 의 배율을 입력하면 도면이 현재 

크기의 절반으로 변경됩니다. 

현재 디스플레이를 기준으로 특정 배율로 확대/축소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확대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확대(탐색)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확대/축소> 확대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확대를 선택한 후에서 확대를 누릅니다. 

⚫ 확대/축소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배율 인수를 입력한 다음 x(예: 2x)를 입력합니다. 

3.  입력을 누릅니다. 

확대/축소와 초점 이동 결합 
확대/축소와 집중 도면 배율을 변경할 때 뷰의 중심에 원하는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도구 

모음의 왼쪽 확대 도구를 사용하여 도면의 배율을 변경할 때 뷰의 왼쪽 하단에 원하는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확대/축소 창 도구를 제외한 다른 확대/축소 도구는 현재 보기의 중심을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현재 보기의 중심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줌 센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줌 센터(탐색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확대/축소> 중앙을 선택합니다. 

⚫ 확대/축소 도구 모음에서 확대/축소 중심 도구를 클릭합니다. 

⚫ zoom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Center 를 선택합니다. 

2.  새 보기의 중앙에 위치할 점을 선택합니다. 

3.  확대/축소 비율 또는 도면 높이를 도면 단위로 지정합니다. 

                           

보기(A)의 중앙에 점을 표시하는 왼쪽 보기와 2x 의 축척 비율을 사용하여 확대된 오른쪽 보기. 

전체 도면 표시 

전체 도면을 표시하기 위해 확대/축소할 수 있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 모두 확대/축소 — 전체 도면을 표시합니다. 도면의 정의된 한계를 벗어나는 도면요소를 그린 경우 

도면의 범위가 표시됩니다. 모든 객체가 도면의 한계 내에 있으면 도면은 도면 한계까지 

표시됩니다. 

⚫ 확대/축소 범위 - 모든 객체를 포함하도록 도면을 표시하여 이미지가 디스플레이를 가능한 최대로 

채우도록 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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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도면을 표시하기 

1. 전체 도면을 표시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모두 확대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모두 확대/축소(탐색)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확대/축소> 모두를 선택합니다. 

⚫ 확대/축소 도구 모음에서 모두 확대/축소 도구를 클릭합니다. 또는 도면을 해당 범위까지 

표시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범위 확대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확대/축소 범위(탐색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확대/축소> 범위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확대를 선택한 후 범위를 누릅니다. 

  
 

확대/축소 범위(모든 객체 표시).                             모두 확대/축소합니다(도면 한계까지 표시). 

객체의 주석 요소 변경 
도면에 문자 및 치수와 같은 주석 요소가 포함된 경우 주석 축척을 설정하여 이러한 요소의 축척 또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석이 될 수 있는 도면요소에는 문자, 여러 줄 문자, 공차, 치수, 지시선, 다중 지시선, 속성, 해치 및 블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도면요소 중 하나에 대해 주석이 예로 설정되어 있고 주석 축척을 변경하면 도면의 

다른 도면요소와 다른 축척으로 도면요소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주석 축척을 1:2 로 설정하면 모든 주석 

도면요소가 해당 축척으로 표시되거나(자동 주석이 켜져 있는 경우) 1:2 축척을 지원하는 주석 도면요소만 

해당 축척으로 표시됩니다(자동 

주석의 경우 주석이 꺼져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및 다중 지시선 스타일도 주석일 수 있으므로 주석 스타일이 지정된 문자, 치수 또는 

다중 지시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석 도면요소 축척 켜기 

주석 축척을 사용하면 도면이 다른 축척으로 표시되거나 인쇄될 때 크기가 일관되게 표시되도록 특정 

객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주석 축척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문자, 공차, 치수, 지시선, 다중 지시선, 

속성, 해치 및 블록과 같은 객체의 축척을 제어하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및 다중 지시선 스타일도 주석 축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석 스타일이 

지정된 문자, 치수 및 다중 지시선 도면요소에는 기본적으로 주석 축척이 켜져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07 페이지의 "문자 스타일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치수 스타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47 페이지의 "치수 스타일 및 변수 사용"을 참조하십시오. 4MCAD 는 다중 지시선 및 해당 

스타일의 표시를 지원하지만 편집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상의 객체에 대해 주석 크기 조정을 켜거나 끄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속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속성(디스플레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속성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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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도구 모음에서 속성 도구를 클릭합니다. 

⚫ entpro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Ctrl +1 을 누릅니다.(속성 창이 표시됩니다.) 

2.  원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주석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예 객체는 현재 설정된 주석 축척에 따라 표시됩니다. 

⚫ 아니오 객체는 현재 설정된 주석 축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주석 도면요소에 축척을 자동으로 지정하기 

1.  상태 표시줄에서 자동을 두 번 클릭하여 자동 주석을 켭니다. 

2.  상태막대에서 주석 축척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3.  주석 축척을 선택합니다. 

모든 주석 도면요소(주석이 예로 설정된 모든 도면요소)에는 선택한 주석 축척이 지정됩니다. 

현재 주석 축척을 하나 이상의 객체에 추가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현재 배율 추가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현재 축척 추가(주석 축척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주석 축척> 현재 축척 추가를 선택합니다. 

⚫  aiobjectscalead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객체에서 현재 주석 축척을 제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현재 축척 삭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현재 축척 삭제(주석 축척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주석 축척> 현재 축척 삭제를 선택합니다. 

⚫ aiobjectscaleremov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하나 이상의 객체에 대한 주석 축척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축척 추가/삭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축척 추가/삭제(주석 축척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주석 축척> 축척 추가/삭제를 선택합니다. 

⚫ objectsca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주석 축척 대화 상자에는 객체에 지정된 주석 축척 목록이 표시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추가를 클릭하여 스케일을 선택하고 선택한 모든 객체에 적용합니다. 

⚫ 스케일을 선택하고 삭제를 클릭하여 선택한 모든 객체에서 제거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주석 도면요소의 축척 변경 

도면의 주석 축척은 주석이 아닌 다른 도면요소의 축척을 변경하지 않고 주석 도면요소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자동 주석이 켜져 있는 경우 주석 축척을 변경하면 주석 축척이 켜진 모든 객체의 축척 또는 크기가 

변경됩니다. 자동 주석이 꺼져 있으면 선택한 주석 축척이 지정된 주석 도면요소에 대해서만 크기가 

변경됩니다. 

주석 축척을 설정하기 

1.  상태막대에서 주석 축척 목록을 클릭합니다. 

2.  주석 축척을 선택합니다. (선택된 축척이 할당된 활성화된 모든 주석 도면요소는 새 축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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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됩니다.) 

모든 주석 도면요소에 대해 축척을 자동으로 지정하고 설정하기 

1.  상태 표시줄에서 자동을 두 번 클릭하여 자동 주석을 켭니다. 

2.  상태막대에서 주석 축척 리스트를 클릭합니다. 

3.  주석 축척을 선택합니다. 

활성화된 모든 주석 도면요소(주석이 예로 설정된 모든 도면요소)에는 선택한 주석 축척이 지정되고 

해당 축척으로 표시됩니다.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십시오. 

자동 주석은 ANNOAUTOSCALE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주석 도면요소 표시 및 숨기기 

주석 도면요소에는 보기 및 인쇄에 사용되는 다양한 축척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석 

도면요소에 현재 주석 축척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축척으로 계속 표시됩니다. 또는 현재 주석 축척이 

지정되지 않은 주석 도면요소를 숨길 수 있습니다. 

모델 탭과 각 레이아웃 탭의 표시 상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석 도면요소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원하는 모델 탭 또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합니다. 

상태 표시줄에서 주석 가시성 켜기/끄기를 두 번 클릭합니다. 

주석 도면요소의 축척 보기를 기준으로 되돌리기 

활성화된 주석 도면요소의 각 축척 뷰는 그립 편집을 사용하여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석 

도면요소의 다양한 축척 뷰가 재배치된 경우 해당 축척 뷰를 원래 기준점으로 쉽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주석 도면요소의 축척 뷰를 기본 위치로 되돌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 축적 위치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축척 위치 동기화(주석 축척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주석 축척> 다중 축척 위치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 anoreset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원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비주얼 스타일로 도면 표시 
비주얼 스타일을 사용하면 필요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도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도면을 막 시작하는 경우 와이어프레임 모드를 사용하여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드는 

와이어로 만든 모델과 유사하고 복잡한 비주얼 스타일보다 빠르게 표시됩니다. 

다음 비주얼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D 와이어프레임 - 도면은 요소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모든 선과 함께 2 차원으로 표시됩니다. 

⚫ 3D 와이어프레임 - 도면은 요소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모든 선과 함께 3 차원으로 표시됩니다. 

⚫ 3D Hidden — 드로잉은 표면 뒤에 있는 선을 제외하고 요소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모든 선과 함께 

3 차원으로 표시됩니다. 

⚫ 사실적 — 지정된 재료로 채워진 표면과 함께 도면이 3 차원으로 표시됩니다. 

⚫ 개념적 — 도면은 할당된 재료와 보다 개념적인 세부 사항으로 채워진 표면과 함께 3 차원으로 

표시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세부 정보가 많을수록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비주얼 스타일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를 선택하고 비주얼 스타일에서 선택합니다. 

⚫ 보기> 시각적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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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 도구 막대에서 2D 와이어프레임 도구를 클릭합니다. 

⚫ 뷰 도구 막대에서 3D 와이어프레임 도구를 클릭합니다. 

⚫ 뷰 도구 막대에서 3D 숨김 도구를 클릭합니다. 

⚫ 뷰 도구 막대에서 사실적 도구를 클릭합니다. 

⚫ 뷰 도구 막대에서 개념 도구를 클릭합니다. 

vscurren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선택합니다. 

 
 
 
 
 

여러 보기 표시 
새 도면을 시작하면 단일 창에 표시됩니다. 두 번째 창에서 도면을 보거나 하나의 창을 여러 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도면을 열어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단일 도면의 다중 뷰 작업 
동일한 도면의 여러 뷰를 동시에 열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을 여러 뷰로 나누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열려 있는 도면의 새 창을 엽니다. 

⚫ 현재 창을 여러 보기로 나눕니다. 

하나의 창을 여러 개의 창으로 나눈 후 각 창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창의 

디스플레이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 창을 확대/축소하거나 팬 할 수 있습니다. 각 창에 대해 개별적으로 

그리드, 스냅 및 보기 방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개별 창에서 명명된 보기를 복원하고, 한 창에서 다른 

창으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창 구성에 개별적으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릴 때 한 창에서 변경한 내용은 다른 창에서 즉시 볼 수 있습니다. 창의 제목 표시줄을 클릭하여 명령 

도중에도 언제든지 한 창에서 다른 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도면의 새 창 열기 
추가 창을 열어 도면의 보기를 두 개 이상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새 창을 열려면 창> 새 창을 선택합니다. 

새 창을 연 후 다른 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표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일 도면에 대해 둘 이상의 창을 열면 각 창에 고유 번호가 지정됩니다(예: mydrawing:1, 

mydrawing:2 등). 현재 창이 최대화되어 있는 경우 창 메뉴 하단에서 이름을 선택하여 열려 있는 다른 

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열려 있는 다른 도면의 이름은 창 메뉴 하단에 나타납니다. 계단식 배열, 수평 배열 및 수직 배열 명령을 

사용하여 열려 있는 모든 창과 도면을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창과 그림을 동일한 크기의 창 

스택으로 정렬하려면 창> 계단식 배열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창과 그림을 정렬하면 각 창의 

제목 표시줄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창과 그림을 수평으로 정렬하여 위에서 아래로 순서대로 배치하려면 창> 수평으로 바둑판식 

배열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창과 도면을 정렬하면 열려 있는 각 창이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에 맞게 창 크기가 조정됩니다. 모든 창과 그림을 수직으로 정렬하여 나란히 배치하려면 창> 

수직으로 바둑판식 배열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창과 도면을 정렬하면 열려 있는 각 창이 

표시됩니다. 사용 가능한 공간에 맞게 창 크기가 조정됩니다. 

하나의 대화 상자에서 모든 창을 관리하려면 창> 창을 선택하여 Windows 대 

화 상자를 엽니 다. 

4MCAD 는 다음 표의 명령을 사용하여 창을 제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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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H I 

4MCAD 창 제어 명령 

 
vports 현재 창을 2, 3 또는 4 개의 타일 창으로 분할합니다. 

wcascade 열려 있는 모든 창을 계단식으로(겹칩니다). 

close 현재 창을 닫습니다. 

closeall 모든 창을 닫습니다. 또한 모든 도면을 닫습니다. 

closeallother 현재 도면 창을 제외한 모든 창을 닫습니다 

wcloseall 모든 창을 닫습니다. 또한 모든 도면을 닫습니다 

wiarrange 창 아이콘을 정렬합니다. 

wopen 현재 도면의 다른 창을 엽니다. 

wvtile 모든 창을 세로로 바둑판식으로 배열합니다. 

현재 창을 여러 보기로 나누기 

모델 탭에서 단일 도면 창을 여러 타일 창(뷰포트라고 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성되는 창의 수와 창의 

배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명명된 창 구성을 저장 및 복원하고 현재 및 저장된 창 구성 목록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뷰포트에서 작업하는 동안 뷰포트 최대화 명령을 사용하여 뷰를 전체 크기로 확대하면 

해당 뷰의 형상에 대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Minimize Viewport 명령을 사용하여 

뷰포트의 원래 축척 및 중심점으로 다시 전환합니다. 

여러 뷰를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뷰포트(모델 뷰포트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뷰>도구 막대에서 뷰포트 도구를 클릭합니다. 

⚫ 뷰포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2 개의 뷰포트 생성, 3 개의 뷰포트 생성 또는 4 개 생성을 선택합니다. 

프롬프트 상자에서 뷰포트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리기 창을 세로(A) 또는 가로(B)로 배열된 두 개의 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왼쪽(C), 오른쪽(D), 위(E), 아래(F), 세로(G) 또는 
가로(H)로 배열된 3 개의 창; 또는 4 개의 타일로 된 창(I)). 

 

  

  

 

Command Result 



146 C H A P T E R 

1 

 

두 개의 보기를 결합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뷰포트(모델 뷰포트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뷰포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참여를 선택합니다. 

3. 유지하려는 창 내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합니다. 

4. 첫 번째 창에 결합하려는 인접 창 내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합니다. 

5. Enter 를 누릅니다. 

현재 보기를 최대화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뷰 > 뷰포트 최대화(모델 뷰포트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뷰포트> 뷰포트 최대화를 선택합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뷰포트 최대화를 클릭합니다. 

⚫  vpmax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뷰포트가 확대됩니다 

현재 보기를 최소화하려면(최대화된 경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뷰포트 최소화(모델 뷰포트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뷰포트> 뷰포트 최소화를 선택합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뷰포트 최소화를 클릭합니다. 

⚫ vpmi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뷰포트가 원래 배율과 중심점으로 돌아갑니다 

창 구성 저장 

도면 창을 여러 보기로 분할한 경우 현재 창 배열을 저장하여 나중에 화면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창의 

수와 위치는 현재 표시된 대로 정확히 저장됩니다. 

각 창에 대한 설정도 저장됩니다. 

창 구성의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뷰포트(모델 뷰포트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뷰 >도구 막대에서 뷰포트 도구를 클릭합니다. 

⚫ 뷰포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3.  구성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이름의 길이는 최대 255 자이며 문자, 숫자, 달러 기호($), 하이픈(-), 밑줄(_) 또는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명명된 창 구성을 복원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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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보기> 뷰포트(모델 뷰포트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뷰 >도구 막대에서 뷰포트 도구를 클릭합니다. 

⚫ 뷰포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롬프트 상자에서 복원을 선택합니다. 

3. 원할 창 구성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여러 도면 작업 

다중 문서 인터페이스(MDI) 기능을 사용하면 4MCAD 내에서 하나 이상의 면을 열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도면을 열어 작업할 수 있으므로 도면 간에 도면요소를 복사, 잘라내기 또는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각 도면은 도면 창에 나타나며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두 개 이상의 도면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요소를 쉽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 4MCAD 탐색기를 사용하여 도면층, 선 종류 및 문자 스타일과 같은 요소를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 모델 탭의 뷰포트와 마찬가지로 도면 창을 스타일링 하거나 겹칠 수 있습니다. 모형 탭의 뷰포트와 

달리 도면 창은 아이콘으로 최대화되거나 축소됩니다. 

 
 

4 개의 도면이 열려 있는 4MCAD 의 한 세션. 
 

열고 작업하는 각 도면 창은 수행한 모든 명령을 프롬프트 기록에 유지하지만 명령행은 창을 전환한 시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자체 창에 두 개 이상의 도면을 열어 작업할 때 도면 간에 쉽게 이동, 잘라 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 창에서 다른 창으로 도면요소를 이동한 다음 이 작업을 실행 취소하려면 두 도면 모두에서 실행을 

취소해야 적용됩니다. 한 창에서 다른 창으로 객체를 복사한 다음 해당 작업을 실행 취소하려면 객체를 복사한 

도면에서 실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객체를 잘라내어 붙여 넣은 다음 해당 작업을 실행 취소하려면 두 도면에서 

모두 실행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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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요소 제어 
도면의 객체 수와 도면의 복잡성은 4MCAD 가 얼마나 빨리 명령을 처리하고 도면을 표시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줍니다. 도면에서 작업하는 동안 단색 채우기 및 문자와 같은 특정 시각적 요소의 표시를 끄면 전체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면을 인쇄할 준비가 되면 이러한 요소의 표시를 켜서 도면이 원하는 

방식으로 인쇄되도록 합니다. 

또한 도면요소 선택 강조 표시를 끄고 도면에서 위치를 선택할 때 생성된 표식기 표식의 표시를 끄고 선가중치 

표시를 꺼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솔리드 채우기 표시 

단색 채우기 표시를 끄면 도면을 표시하거나 인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솔리드 

채우기를 끄면 넓은 폴리선 및 평면과 같은 채워진 모든 요소가 윤곽선으로 표시되고 인쇄됩니다. 솔리드 

채우기를 켜거나 끄면 변경 사항이 표시되기 전에 도면을 다시 그려야 합니다. 

설정 메뉴의 채우기 명령이 켜져 있으면 옆에 확인 표시가 나타납니다. 

단색 채우기 표시를 켜거나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표시> 채우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설정을 클릭한 후 채우기를 클릭합니다. 

⚫ 채우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보기> 다시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채우기. 비우기. 

 

빠른 문자 표시 

문자 객체는 표시하고 인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른 문자를 활성화하면 그림을 

표시하거나 인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예비 확인 인쇄를 수행하는 

경우 빠른 문자를 켜서 인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빠른 문자가 활성화되면 문자 객체는 문자가 

차지하는 영역의 윤곽을 나타내는 직사각형 상자로 바뀝니다. 빠른 문자를 켜거나 끌 때 변경 사항이 

표시되기 전에 도면을 재생성해야 합니다. 

빠른 문자 표시를 켜고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그리기 

설정(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도구를 누른 후 그리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 qtex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켜기 또는 끄기를 선택합니다. 

2. 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4. 문자 사용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을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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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도면을 재생성 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재생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재생성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뷰> 재생성을 선택합니다. 

⚫ 보기 도구 모음에서 재생성 도구를 클릭합니다. 

⚫ rege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하이라이트 표시 

강조 표시를 끄면 전체 프로그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수정할 도면요소를 선택하면 파선 선 

종류를 사용하여 강조표시됩니다. 이 강조 표시는 객체 수정을 마치거나 객체가 지워지면 사라집니다. 

때로는 객체를 강조 표시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강조 표시를 켜고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그리기 설정(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도구를 누른 후 그리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 강조 표시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켜기 또는 끄기를 선택합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보조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4.  선택 시 항목 강조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깜박임 표시 

깜박임을 끌 수 있습니다. 객체 또는 위치를 선택할 때 화면에 나타나는 임시 마커입니다. 도면을 다시 

그릴 때까지만 블립이 표시됩니다. 표식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참조용으로만 사용되며 인쇄하지 

않습니다. 

표식 표시를 켜고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그리기 설정(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도구를 누른 후 그리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 blipmode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켜기 또는 끄기를 선택합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보조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4.  깜박임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선가중치 표시 
선가중치 표시를 끄면 도면을 표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선가중치를 끄면 모든 도면요소가 윤곽선으로 표시됩니다. 

선가중치 축척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더 얇은 선을 표시하려면 더 작은 배율을 지정하십시오. 더 

두꺼운 선을 표시하려면 더 큰 축척을 지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축척 비율이 0.5 이면 0.80 밀리미터 선가중치는 .40 밀리미터로 표시됩니다. 축척 비율 2 는 

동일한 선가중치를 증가시켜 1.6 밀리미터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면에 표시되는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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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중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가중치 표시 축척을 조정하면 선가중치가 인쇄될 때 표시되는 

방식이 아니라 화면에 표시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선가중치 축척은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가중치 축척을 너무 높게 설정하면 시스템 성능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선가중치 측정 단위와 기본 선가중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가중치 표시를 조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 )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그리기 

설정(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도구를 누른 후 그리기 설정을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lweigh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선가중치 탭을 클릭합니다. 

4. 선가중치 표시를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5. 목록의 단위에서 밀리미터 또는 인치를 선택합니다. 

6. 기본값을 사용하는 도면층 및 도면요소에 지정된 선가중치를 선택합니다. 

7. 디스플레이 배율 조정에서 슬라이더를 원하는 배율로 이동합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더는 

1.00 에서 시작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선가중치 표시를 켜거나 끄려면 LWDISPLAY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거나 상태 막대에서 LWT 라는 

단어를 두 번 클릭합니다. 

인쇄할 때 선가중치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46 페이지의 "레이아웃에 대한 인쇄 옵션 

지정하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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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작업 
도면의 정확성을 위해 객체를 그리거나 수정할 때 좌표를 입력하여 특정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차원 객체를 

생성할 때 2 차원 좌표를 입력합니다. 3 차원 객체의 경우 3 차원 좌표를 지정합니다. 

도면에서 알려진 다른 위치나 요소와 관련하여 좌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3 차원 도면에서 작업할 때 UCS(사용자 좌표계)라고 하는 2 차원 작업 평면과 관련하여 좌표를 지정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좌표로 작업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2 차원 및 3 차원 좌표계를 사용합니다. 

⚫ 절대 및 상대 좌표를 지정합니다. 

⚫ 극좌표, 구형 및 원통형 좌표를 지정합니다. 

⚫ 사용자 좌표계를 정의하고 조작합니다. 

데카르트 좌표 사용 
4MCAD 의 많은 명령에서는 객체를 그리거나 수정할 때 점을 지정해야 합니다. 마우스로 점을 선택하거나 

명령 모음에 좌표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데카르트 좌표계를 사용하여 도면에서 점을 찾습니다. 

좌표계 작동 방식 이해 
데카르트 좌표계는 세 개의 수직 축(x, y, z)을 사용하여 3 차원 공간의 점을 지정합니다. 도면의 모든 

위치는 원점이라고 하는 0,0,0 좌표점을 기준으로 한 점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차원 객체를 그리려면 

x 축을 따라 수평 좌표 위치를 지정하고 y 축을 따라 수직 좌표 위치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평면의 모든 

점은 x 좌표와 y 좌표로 구성된 좌표 쌍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수 좌표는 원점 위와 오른쪽에 

있습니다. 음수 좌표는 왼쪽과 원점 아래에 있습니다. 

 
데카르트 좌표계의 세 수직 축입니다. 

2 차원에서 작업할 때 x 및 y 좌표만 입력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은 z 축 값이 항상 현재 고도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나 3 차원에서 작업할 때는 z 축 값도 지정해야 합니다. 도면의 평면도(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뷰)를 볼 때 z 축은 xy 평면에 대해 90 도 각도로 화면 밖으로 똑바로 확장됩니다. 양의 좌표는 

xy 평면 위에 있고 음의 좌표는 평면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4MCAD 도면은 WCS(글로벌 좌표계)라는 잠금 좌표계를 사용하며 도면의 모든 점에는 WCS 의 

특정 x,y,z 좌표가 있습니다. 3 차원 공간의 어느 위치에나 있는 임의의 좌표계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 좌표계라고 하며 WCS 의 어느 위치에나 위치할 수 있고 모든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좌표계를 원하는 만큼 생성하고 저장하거나 재정의하여 3 차원 객체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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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WCS 내에서 UCS 를 정의하면 대부분의 3 차원 객체를 2 차원 객체의 조합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좌표계에서 방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에서 좌표계 아이콘을 표시합니다. 새 도면을 

시작하면 아이콘에 문자 W 로 표시된 WCS 에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평면도에서 도면을 표시할 때 z 축이 

사용자를 향한 직선과 함께 위에서부터 좌표계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평면도가 아닌 다른 뷰에 3 차원 

도면을 표시하면 좌표계 아이콘이 변경되어 새 시점을 반영합니다. 

축의 보이는 부분은 양의 방향입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음의 방향입니다 

 
WCS icon. Plan UCS icon. 3D View WCS icon. 

4MCAD UCS 아이콘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AutoCAD 의 UCS 아이 

콘과 다르게 보입니다. 세 가지 색상은 세 축을 나타내므로 3 차원 공간에서 방 

향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 x 축: 빨간색 

⚫ y 축: 녹색 

⚫ z 축: 파란색 

커서와 UCS 아이콘의 단일 색상을 선호하는 경우 config 또는 options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표 표시 방법 이해 
커서의 현재 위치는 상태 표시줄에 x,y,z 좌표로 표시되며 기본적으로 커서를 이동할 때 동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F6 키를 눌러 좌표 표시를 정적 모드로 전환하여 도면에서 점을 선택할 때만 업데이트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선을 표시할 때 좌표 표시를 거리와 각도(x,y,z 좌표 대신)를 표시하는 다른 동적 모드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하고 표시 탭을 선택합니다. 좌표 표시에서 거리 및 

각도 선택을 위해 극좌표 형식의 좌표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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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설정 대화상자에서 좌표 표시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점의 좌표 찾기 

선의 끝점과 같은 요소의 점에 대한 x,y,z 좌표를 찾으려면 요소를 선택하기 전 

에 적절한 요소 스냅(예: 끝점)을 선택합니다. 객체 스냅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지정한 점의 x,y 좌표가 표시되고 z 좌표는 현재 고도와 동일합니다. 

도면에서 점의 좌표를 찾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ID 좌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ID 좌표(조회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조회> ID 좌표를 선택합니다. 

⚫ 조회 도구 모음에서 ID 좌표 도구를 클릭합니다. 

⚫ idpoin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좌표를 찾고자 하는 점을 선택하세요. 

명령 모음이 활성화되면 선택한 점의 x,y,z 좌표가 명령 모음에 표시됩니다. 명령 모음이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선택한 지점의 x,y,z 좌표를 표시하는 프롬프트 기록 창이 표시됩니다. 

2 차원 좌표 사용 
2 차원에서 작업할 때 xy 평면의 점을 지정합니다. 원점(두 축이 교차하는 0,0 좌표점)을 기준으로 정확한 x 

좌표 및 y 좌표 위치를 사용하여 임의의 점을 절대 좌표(또는 데카르트 좌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 점을 

기준으로 한 상대 좌표입니다. 거리와 각도를 사용하여 점을 찾는 상대 또는 절대 극좌표를 사용하여 점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데카르트 절대 좌표 입력 
데카르트 절대 좌표를 입력하려면 명령 모음에 점의 좌표 위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 데카르트 좌표를 사용하여 원점(0,0)에서 오른쪽으로 3 단위, 원 

점 위 1 단위 지점까지 선을 그리려면 Line 명령을 시작하고 프롬프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줄의 시작: 0,0 

각도 • 길이 • <끝점>: 3,1 

 

 

데카르트 절대 좌표 방법을 사용하여 선 그리기 

데카르트 절대 좌표를 사용할 때 그리는 모든 항목의 정확한 점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절대 

데카르트 좌표를 사용하여 왼쪽 아래 모서리가 4,5 에 있는 8.5 단위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왼쪽 위 

모서리가 좌표 4,13.5 에 있고 오른쪽 위 모서리가 12.5,13.5 에 있고 12.5,5 에서 오른쪽 하단 모서리. 

 

Y 3 

(0, 0) 
(3, 1) 

-X 

1 
X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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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카르트 상대 좌표 입력 

다른 간단한 방법은 데카르트 상대 좌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정한 마지막 좌표를 기준으로 위치를 

결정하여 도면에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데카르트 상대 좌표를 사용하려면 명령 모음에 좌표 값을 

입력하고 앞에 at 기호(@)를 입력합니다. @ 기호 다음에 오는 좌표 쌍은 x 축과 y 축을 따라 다음 

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상대 데카르트 좌표를 사용하여 왼쪽 하단 모서리가 4,5 인 

8.5 단위 정사각형을 그리려면 Line 명령을 시작한 후 프롬프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Start of line: 4,5 

 

Angle • Length • <Endpoint>: @8.5,0 

 

Angle • Length • Follow • Undo • <Endpoint>: @0,8.5 

 

Angle • Length • Follow • Close • Undo • <Endpoint>: @-8.5,0 

 

Angle • Length • Follow • Close • Undo • <Endpoint>: C 

 

 

 

데카르트 상대 좌표 방법을 사용하여 정사각형 그리기; C 를 입력하여 닫습니다. 

첫 번째 상대 좌표(@8.5,0)는 오른쪽으로 8.5 단위 떨어진 새 점을 찾습니다. 

(x 축을 따라) 4,5 의 이전 지점에서; 두 번째 상대 좌표(@0,8.5)는 이전 점보다 (y 축을 따라) 8.5 단위 

위에 있는 다음 점을 찾는 식입니다. C(닫기의 경우)를 입력하면 Line 명령을 시작할 때 지정한 첫 번째 

점으로 마지막 선분을 다시 그립니다. 

극좌표 입력 

상대 극좌표를 사용하면 45 도 각도로 기울어진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이 간단합니다. 극좌표는 원점(절대 

좌표) 또는 이전 점(상대 좌표)으로부터의 거리 및 각도를 기준으로 한 점의 위치입니다. 

극좌표를 지정하려면 여는 꺾쇠 괄호(<)로 구분하여 거리와 각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 극좌표를 

사용하여 이전 점에서 1 위치 단위만큼 떨어져 있고 45 도 각도로 점을 지정하려면 @1<45 를 입력합니다. 

이전 섹션 "상대 데카르트 좌표 입력"의 예에서 사각형을 그리려면 이번에는 45 도 각도로 기울이고 Line 

명령을 시작한 후 프롬프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Start of line: 4,5 

 

Angle • Length • <Endpoint>: @8.5<45 

 

Angle • Length • Follow • Undo • <Endpoint>: @8.5<315 

 

Angle • Length • Follow • Close • Undo • <Endpoint>: @8.5<225 

 

Angle • Length • Follow • Close • Undo • <Endpoint>: C 

Y @-8.5, 0 
13 

C 

@0, 8.5 

(4, 5) @8.5,0 

(0, 0) 
-X X 

-Y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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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극좌표법을 이용하여 기울어진 정사각형을 그리는 단계; C 를 입력하여 닫습니다. 

이 예시 에서는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가정합니다. 

이 가이드의 모든 예와 마찬가지로 이 예시에는 기본 설정을 가정합니다. 각도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증가하고 시계 방향으로 

감소합니다. 315 도의 각도는-45 도와 같습니다. 

3 차원 좌표 사용 
3 차원 공간에서 좌표를 지정하는 것은 z 축을 사용하여 좌표를 찾는 것을 제외하고 2 차원에서 작업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3 차원 좌표는 x,y,z 형식(예: 2,3,6) 으로 표시됩니다. 

오른손 법칙 사용하기 

4MCAD 가 3 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화 하려면 오른손 법칙으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손바닥이 당신을 향하게 하여 느슨한 주먹으로 오른손을 잡습니다. 양의 x 축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펴고 양의 y 축 방향으로 집게 손가락을 위로 뻗습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 손가락을 z 축 

방향으로 곧게 뻗습니다. 이 세 손가락은 이제 각각 양의 x, y 및 z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여 양의 회전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전하려는 축의 양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가리킨 다음 나머지 손가락은 손바닥을 향해 말립니다. 이 손가락은 양의 회전 방향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오른손 법칙은 x, y, z 축의 양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x,y,z 좌표 입력 

3 차원에서 작업할 때 x,y,z 좌표를 원점(세 축이 교차하는 0,0,0 좌표점)을 기준으로 한 절대 거리 또는 

마지막 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상대 좌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양의 

x 축을 따라 3 단위, 양의 y 축을 따라 4 단위, 양의 z 축을 따라 2 단위의 점을 지정하려면 좌표 3,4,2 를 

지정합니다. 

구면 좌표 입력 

3 차원 공간에서 작업할 때 구면 좌표를 사용하여 xy 의 각도와 함께 원점(절대거리) 또는 마지막 점(상대 

거리)으로부터의 거리를 입력하여 3 차원 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평면과 xy 평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각도. 구형 형식에서는 열린 꺾쇠 괄호(<)로 각 각도를 구분합니다. 

Y 
 

 

 

 

 
Z 

X 

Y 

@8.5<45 
@8.5<315 

5 (4, 5) 

@8.5<225 

(0, 0) C 
-X X 

-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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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x 축에서 45 도, xy 평면에서 35 도 각도로 원점에서 10.2500 도면 단위 떨어진 점까지 선을 

그리려면 Line 명령을 시작한 후 프롬프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Start of line: 0,0,0 

 

Angle • Length • <Endpoint>: 10.2500<45<35 

 

 
구면 좌표를 사용하여 시작점(A)에서 끝점(B)까지 선을 그릴 때 길이(C, 이 경우 10.2500 단위), xy 평면의 

각도(D, 이 경우 45 도) 및 xy 평면으로부터의 각도(E, 이 경우 35 도)입니다. 

원통 좌표 입력 
3 차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원통형 좌표를 사용하여 3 차원 점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점(절대 거리) 

또는 마지막 점(상대 거리)으로부터의 거리, xy 평면에서의 각도 및 z 좌표 값을 입력하여 점을 

지정합니다. 

원통형 형식에서는 열린 꺾쇠 괄호(<)로 거리와 각도를 구분하고 쉼표로 각도와 z 값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점에서 (7.4750,y,z)좌표 떨어진 점까지 xy 평면의 x 축에서 27 도 각도, z 방향으로 

(x,y,3)좌표 위로 선을 그리려면 Line 명령을 시작한 다음 응답하십시오. 

Start of line: (select point A) 

 

Angle • Length • <Endpoint>: @7.4750<27,3 

 

 
원통 좌표를 사용하여 시작점(A)에서 끝점(B)까지 선을 그릴 때 길이(C, 이 경우 
7.4750), xy 평면의 각도(D, 이 경우 27 도)를 지정합니다. , 및 z 방향의 거리(E, 이 경 
우 3 단위). 

xyz 포인트 필터 사용 
점 필터는 전체 좌표를 지정하지 않고 다른 점을 기준으로 도면에서 점을 찾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점 필터를 

사용하여 부분 좌표를 입력하면 나머지 좌표 정보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xyz 점 필터를 

사용하려면 다음 형식의 필터를 사용하여 좌표 프롬프트에 응답하십시오. 

.coordinate 

여기서 좌표는 문자 x, y 및 z 중 하나 이상입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필터링 된 좌표를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xy 를 입력하면 xy 좌표를 원하는 점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고 z 좌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필터 .x, .y, .z, .xy, .xz 및 .yz 는 모두 유효한 필터입니다. 

Z 

C 
B Y 

E 

A D 

X 

Z 

B 

C 
E Y 

A D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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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원에서 포인트 필터 사용 

2 차원에서 작업할 때 점 필터를 사용하여 기존 객체와 관련된 점을 찾을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 중앙에 원을 그리려면 Circle 명령을 시작한 후 프 

롬프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2Point • 3Point • RadTanTan • Arc • Multiple • <Center of circle>: .y 

 

Select Y of: mid 

 

Snap to midpoint of: (select the left side of the rectangle) Still need XZ of: mid 

Snap to midpoint of: (select top of the rectangle) Diameter • <Radius>: (specify radius of circle) 

 

 
점 필터를 사용하여 직사각형의 두 측면(A 및 B)의 중간점을 별도로 선택한 다음 반지름을 지정하여 원의 중심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차원에서 포인트 필터 사용 

3 차원 공간에서 작업할 때 점 필터를 사용하여 2 차원에서 점을 찾은 다음 z 좌표를 xy 평면 위의 고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 좌표가 원의 중심보다 3 단위 위에 있는 점에서 선 그리기를 시작하려면 

원을 삽입한 다음 Line 명령을 시작하고 프롬프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ENTER to use last point • Follow • <Start of line>: .xy 

 

Select XY of: cen 

 

Snap to centerpoint of: (select a point on the circle) 

 

Still need Z of: 3 (locates the starting point 3 units above the center of the circle) 

Length of line: (specify the length of the line) 

 

 
점 필터를 사용하여 먼저 xy 평면(A)에서 점을 선택하고 z 좌표(B)를 지정한 
다음 선의 길이(C)를 지정하여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B 
 

C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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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좌표계 정의 
사용자 좌표계(UCS)는 사용자가 정의한 원점과 방향이 있는 데카르트 좌표계입니다. 

사용자 좌표계 이해 

3 차원 공간에서 작업할 때 WCS 와 별도의 고유한 0,0,0 원점 및 방향을 사용하여 UCS 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좌표계를 원하는 만큼 생성한 다음 저장하고 필요할 때 불러와서 3 차원 객체의 구성을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각 측면에 대해 별도의 UCS 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건물 동쪽에 대한 UCS 로 전환하여 x 및 y 좌표만 지정하여 해당 쪽에 창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사용자 좌표계를 작성할 때 좌표 입력은 현재 UCS 를 기반으로 합니다. 

 

UCS 는 집의 전면 벽과 정렬됩니다 

사용자 좌표계 정의 
UCS 를 정의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양의 x 축과 y 축에 새 원점과 점을 지정합니다. 

⚫ 양의 z 축에 새 원점과 점을 지정합니다. 

⚫ UCS 를 기존 객체와 정렬합니다. 

⚫ 축을 중심으로 현재 UCS 를 회전합니다. 

⚫ UCS 를 현재 보기 방향과 평행한 z 축으로 정렬합니다 

⚫ UCS 를 xy 평면을 현재 뷰에 수직으로 정렬합니다. 

새 UCS 를 정의하면 UCS 아이콘이 변경되어 새 UCS 의 원점과 방향을 나타냅니다. 

양의 x 축과 y 축에서 새 원점과 점을 지정하여 UCS 를 정의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용자 좌표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사용자 좌표계를 선택하거나 보기> 사용자 좌표계 선택 

⚫ 메뉴에서 도구> 사용자 좌표계> 미리 정의된 UCS 선택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UCS 를 선택한 후 사용자 좌표계를 클릭합니다. 

⚫ setuc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좌표계 대화상자에서 UCS 탐색을 클릭합니다. 

3. 4MCAD Explorer 에서 좌표계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3 점을 선택합니다. 

5. 새 원점을 선택합니다. 

6. 양의 x 축에서 점을 선택합니다. 

7. 양의 y 방향에서 점을 선택합니다. 

8. 4MCAD 탐색기 - 좌표계 대화 상자에서 새 UCS 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159 

 

 

 
양의 x 축에 있는 점인 원점(A)을 선택하여 새 UCS 를 정의합니다. 

 (B), 양의 y 방향의 점(C). 

사전 설정된 사용자 좌표계 사용 
4MCAD 를 사용하면 사전 설정 UCS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x,y,z 축을 따라 살펴봄으로써 정의된 6 개의 

평면은 도구를 선택할 때 유효한 WCS 또는 현재 UCS 를 기반으로 UCS 를 위쪽, 왼쪽, 앞쪽, 아래쪽, 

오른쪽 또는 뒤쪽에 정렬합니다. 이전 UCS 를 선택하거나 UCS 를 현재 뷰에 정렬하거나 WCS 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UCS 를 선택하면 커서 방향과 UCS 아이콘이 변경되어 새 UCS 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UCS 의 평면도 보기로 보기 변경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는 한 표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UCS 를 사전 설정 UCS 에 정렬한 후 4MCAD 탐색기를 사용하여 UCS 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4MCAD Explorer 창에서 편집> 새로 만들기 >UCS 를 선택한 다음 현재를 선택합니다. 

사전 설정 UCS 를 선택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용자 좌표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사용자 좌표계를 선택하거나 보기> 사용자 좌표계 선택 

⚫ 메뉴에서 도구> 사용자 좌표계> 미리 정의된 UCS 선택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UCS 를 선택한 후 사용자 좌표계를 클릭합니다. 

⚫ setuc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선택한 UCS 를 기준으로 설정 아래에서 현재 UCS 를 기준으로 방향을 변경하여 새 UCS 로 

변경하거나 WCS(글로벌 좌표계)를 선택하여 WCS 를 기준으로 새 UCS 방향을 설정합니다. 

3. UCS 선택에서 새 현재 UCS 로 사용할 UCS 에 해당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전 설정 UCS 는 대화 상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설정 UCS 는 도구막대>UCS>좌표 시스템에서도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C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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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CAD Explorer 로 작업하기 
4MCAD Explorer 는 도면의 많은 기능과 설정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강력하고 편리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현재 도면 내에서 도면층, 선 종류, 문자 스타일, 좌표계, 명명된 뷰, 블록 및 

치수 스타일로 작업하거나 이 정보를 도면 간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 도면의 설정 및 객체와 관련된 요소를 관리합니다. 

⚫ 도면층에 대한 정보를 구성하고, 도면층을 관리하고, 도면층 상태로 작업합니다. 

⚫ 선 종류를 만들고 사용합니다. 

⚫ 문자 글꼴을 로드하고 문자 스타일을 만듭니다. 

⚫ 좌표계를 선택하고 제어합니다. 

⚫ 명명된 보기를 저장하고 복원합니다. 

⚫ 레이아웃 작업. 

⚫ 블록 및 외부 참조를 저장, 삽입 및 관리합니다. 

⚫ 그룹 작업. 

⚫ .dwg 파일 간에 치수 스타일을 복사, 잘라내기 및 붙여넣습니다. 

4MCAD Explorer 사용하기 
4MCAD Explorer 는 도면 내의 도면층, 도면층 상태, 선 종류, 문자 스타일, 좌표계, 블록, 치수 스타일 및 뷰를 

보고, 작성하고, 복사하고, 편집할 수 있는 별도의 창입니다.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열린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이러한 요소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Explorer 는 도면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4MCAD 탐색기 표시 

4MCAD Explorer 는 이동하거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별도의 창에서 열립니다. 4MCAD Explorer 

창에는 자체 메뉴와 도구가 있습니다. 

4MCAD 탐색기를 표시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도구>도구 막대에서 탐색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레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4MCAD Explorer 는 왼쪽에 도면층 상태, 선 종류 등의 요소를 표시하고 오른쪽에 해당 도면 설정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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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MCAD Explorer 도구 막대의 도구는 모든 요소에 공통적인 컨트롤을 제공합니다. 

B 요소 창은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의 이름을 표시하고 각 도면에서 제어할 수 있는 요소를 나열합니다. 

C 설정을 클릭하여 변경합니다. 

D 선택한 요소의 명명된 설정.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주어진 도면에 대해 현재 선택된 요소에 대한 설정을 생성,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요소의 내용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Explorer 

창의 도구 및 메뉴 항목은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4MCAD Explorer tools 
 

 

(  ) Regen Recalculates the display for the current window. 

(  ) On/Off Regen     Turns on and off the display recalculation. 

 

 

설정 복사 

4MCAD Explorer 의 특히 강력한 기능은 도면층, 선 종류, 문자 스타일, 좌표계, 뷰, 블록 또는 치수 

스타일과 같은 많은 설정을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복사하는 기능입니다. 도면이 두 개 이상 열려 

있는 경우 4MCAD Explorer 를 사용하면 정보를 쉽게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도면층을 복사하면 도면층 이름과 해당 선 종류, 색상 및 기타 설정도 복사되지만 해당 

도면층의 도면요소는 복사되지 않습니다. 

열려 있는 한 도면에서 다른 열려 있는 도면으로 도면층을 복사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요소 창에서도면층을 복사할 도면을 선택합니다. 

3.  필요한 경우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도면의 요소 목록을 확장하고 도면층을 클릭합니다. 

4.  도면의 도면층 설정 목록(오른쪽 창)에서 원하는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5.  편집> 복사를 선택하거나 복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6.  요소 창에서 도면층을 복사할 도면을 선택합니다. 

7.  필요한 경우 더하기(+) 기호를 클릭하여 도면의 요소 목록을 확장하고 도면층을 클릭합니다. 

( ) Help Displays online help for 4MCAD Explorer. 

Too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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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편집> 붙여넣기를 선택하거나 붙여넣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설정 삭제 

4MCAD 탐색기를 사용하여 요소 목록에 나타나는 많은 항목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선 종류, 

문자 스타일, 좌표계, 뷰, 블록 또는 치수 스타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특정 도면층에 이미 도면요소를 작성했거나 특정 선 종류 또는 문자 스타일을 사용하여 도면요소를 

작성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 중 하나를 삭제하려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옵션에서 특정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층을 삭제하려고 하면 해당 도면층에서 다른 도면층으로 객체를 

이동할지 여부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모든 도면에는 "0"이라는 기본 도면층인 하나 이상의 

도면층이 있습니다. 이 도면층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꿀수 없습니다. 또한 도면에는 고유한 이름을 

지정하는 추가 도면층이 무제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선 종류를 삭제하려고 하면 해당 선 종류를 사용하여 그린 모든 도면요소를 다른 선 종류로 변환할지 

여부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문자 스타일을 삭제하려고 하면 해당 스타일을 사용하여 작성된 

모든 문자 도면요소를 다른 스타일로 변환할지 여부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도면층을 삭제하고 해당 객체를 다른 도면층으로 재배치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도면층 이름 목록에서 삭제할 도면층을 선택하세요. 해당 도면층이 현재 도면층인 경우 도면층 

0 이 자동으로 현재 도면층이 됩니다. 

3. 편집> 삭제를 선택하거나 삭제 도구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변경 옵션을 클릭한 다음 객체를 재배치할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도면층과 해당 

객체를 삭제합니다. 

명령 모음에서 LAYDEL 을 입력한 다음 삭제할 도면층이 할당된 객체를 선택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도면층에 할당된 모든 객체도 삭제됩니다. 

요소 제거 
4MCAD Explorer 내에서 도면 파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블록, 도면층, 선 유형,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또는 주석 축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요소를 제거하면 도면 파일 크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요소를 소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참조되지 않은 요소를 제거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3. 편집> 제거를 선택하거나 제거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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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층에 대한 정보 정리 

도면층 이해하기 

4MCAD 의 도면층은 수동 제도에서 사용하는 투명 오버레이와 같습니다. 도면층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면 정보를 구성합니다. 4MCAD 에서 도면의 각 객체는 도면층에 존재합니다. 객체를 그리면 

현재 도면층에 생성됩니다. 

개별 뷰포트에서 도면층의 가시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을 끄면 해당 도면층에 그려진 객체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고 인쇄되지 않습니다. 도면층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재 도면층으로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면층을 다시 켤 때까지 새 객체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면층의 객체는 

다른 도면층의 객체 표시 및 인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숨기기 명령을 사용하여 은선을 

제거할 때 보이지 않는 도면층의 객체는 다른 객체를 숨길 수 있습니다. 

도면층을 잠금 및 잠금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잠금된 도면층에 그려진 객체는 표시되지 않고 인쇄되지 

않으며 재생성 되지 않습니다. 도면층을 잠금할 때 해당 객체는 다른 객체의 표시 또는 인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숨기기 명령을 사용하여 은선을 제거할 때 잠금된 도면층의 요소는 다른 

요소를 숨기지 않습니다. 또한 잠금된 도면층은 잠금 해제할 때까지 그릴 수 없으며 잠금된 객체를 현재 

객체로 만들 수 없습니다. 

현재 객체를 잠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면층을 잠금하려고 하면 다른 도면층을 지정하라는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또한 레이아웃 탭에서 작업하지 않는 한 뷰포트 도면층을 잠금하거나 잠금 해제할 수 

없습니다. 

도면층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잠긴 도면층의 객체는 계속 표시되고 인쇄되지만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도면층을 잠그면 실수로 객체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각 도면층에는 색상, 

선 종류, 선가중치, 투명도, 인쇄 가시성 등과 같은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을 

사용하는 도면의 경우 도면층에 고유한 인쇄 스타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도면층에 그리는 

도면요소는 이러한 설정을 재지정하지 않는 한 해당 도면층과 연관된 색상, 선 종류 및 선가중치로 

표시됩니다. 4MCAD Explorer 의 도면층 요소를 사용하여 도면층에 대한 모든 관련 설정을 제어합니다. 

객체 속성 도구 모음을 사용하여 도면층에 대한 도면층 설정에 액세스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도면에는 

많은 도면층 목록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이름으로 도면층을 검색하거나 도면층 필터를 사용하여 

도면층을 하위 집합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상태는 도면층이 많은 도면에도 유용합니다. 도면층 

상태를 사용하면 개별 도면층에 속성을 할당하고 도면층 상태에 저장한 다음 언제든지 해당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MCAD Explorer 에서 도면층 정보 표시하기 

도면층 정보를 표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원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특정 도면층에 대한 정보만 봅니다. 

⚫ 도구 모음에서 와일드카드를 포함하여 원하는 도면층의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면층 필터 목록에서 사용된 모든 도면층을 선택하여 도면에 사용된 도면층만 표시합니다. 

⚫ 도면층 필터 목록에서 기존 그룹 필터 또는 속성 필터를 선택합니다. 도면층 필터링 및 검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61 페이지의 "도면층 필터링 및 찾기"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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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층 생성 및 이름 지정 

모든 도면에서 도면층을 무제한으로 생성할 수 있으며 해당 도면층을 사용하여 정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새 도면층을 작성할 때 처음에는 흰색(또는 시스템 설정에 따라 검정색) 색상과 CONTIN-

UOUS 선 종류가 지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새 도면층도 표시됩니다. 도면층을 작성하고 이름을 지정한 후 

해당 색상, 선 종류, 가시성 및 기타 특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도면층을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기본 이름이 NewLayer1 인 새 도면층이 도면층 이름 목록에 추가됩니다. 

3.  강조 표시된 기본 이름 위에 새 도면층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도면층 이름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도면층 이름 목록에서 이름을 바꿀 도면층을 선택하세요.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도면층 이름을 강조 표시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도면층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0"이라는 도면층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도면층 필터링 및 찾기 

일부 도면에는 많은 도면층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에 표시되는 도면층를 제한하려면 

이름(와일드카드 포함)으로 도면층를 검색하고 도면층 필터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개의 미리 정의된 필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도면층을 표시하고 다른 하나는 도면에 

사용된 모든 도면층을 표시합니다. 

생성할 수 있는 도면층 필터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속성 필터 — 지정한 속성에 따라 도면층을 포함합니다. 

⚫ 그룹 필터 — 그룹에 포함하는 도면층을 포함합니다. 

도면층 필터를 생성한 후에는 모든 도면층을 켜거나 끄고, 도면층을 잠금하고, 도면층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필터를 반전, 가져오기 및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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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면층 필터 목록을 표시합니다. 
B 새 도면층 속성 필터를 생성하려면 클릭하세요. 
C 새 도면층 그룹 필터를 만들려면 클릭합니다. 
D 현재 선택된 도면층 필터를 반전시키려면 클릭합니다. 
E 도면층상태 관리자를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F 현재 선택한 도면층 필터를 .lft 파일로 내보내려면 클릭합니다. 
G 도면층 필터(.lft 파일)를 가져오려면 클릭합니다. 
H 와일드카드를 포함하여 검색어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도면층 이름을 검색합니다 

이름으로 도면층 검색 

이름으로 도면층를 검색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4MCAD Explorer 도구 모음에서 다음 와일드카드를 포함하여 검색 이름을 입력합니다. 

⚫ * 모든 문자 또는 일련의 문자와 일치합니다. 

⚫ ? 단일 문자와 일치합니다. 

⚫ # 모든 숫자 문자와 일치합니다. 

⚫ @ 모든 알파벳 문자와 일치합니다. 

⚫ 알파벳이나 숫자가 아닌 모든 문자와 일치합니다. 

⚫ [ ] 대괄호 안의 모든 문자와 일치합니다. 

⚫ ~ 물결표 뒤에 오는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와 일치합니다. 

⚫ [~] 대괄호 안에 있는 문자를 제외한 모든 문자와 일치합니다. 

⚫ [-] 대괄호 안의 문자 범위와 일치합니다. 

⚫ ' 따옴표 뒤에 있는 정확한 문자와 일치합니다. @Floor 또는 Field#와 같이 와일드카드가 포함된 도면층 

이름을 검색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됩니다. 

3.  목록의 모든 도면층을 다시 보려면 검색어를 삭제하세요.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속성별로 도면층 필터링 

도면층 속성 필터에는 지정한 속성에 따라 도면층 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특성 필터는 파선 선 종류가 

있는 모든 도면층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도면층을 쉽게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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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필터를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속성 필터 도구를 클릭합니다. 

필터는 중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필터의 하위 필터를 만들려면 기존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 

릭하고 새 속성 필터 또는 새 그룹 필터를 선택합니다. 

3.  필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필터 정의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빈 행의 열을 클릭하여 일치시킬 속성을 지정합니다. 행의 지정된 속성과 일치하는 모든 

도면층이 포함됩니다. 

⚫ 기존 행의 열을 클릭하여 필터에 포함되기 위해 도면층이 일치해야 하는 추가 속성을 지정합니다. 

도면층이 포함되려면 단일 행의 모든 도면층 속성이 일치해야 합니다.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행을 삭제하려면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행 삭제를 

선택합니다. 

⚫ 행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행 복제를 선택하여 기존 행의 복사본을 만듭니다. 필터 

미리보기는 필터에 포함될 도면층를 표시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속성 필터를 수정하기 

1. 4MCAD 탐색기에서 도면층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속성 필터의 이름을 바꾸려면 필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 속성 필터를 삭제하려면 필터를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 속성 필터의 정의를 변경하려면 두 번 클릭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2. 속성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특성 필터에서 도면층을 수정하려면 

1. 4MCAD 탐색기에서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2. 속성 필터에 있는 모든 도면층의 가시성을 변경하려면 속성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가시성을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On 

⚫ Off 

⚫ Thaw 

⚫ Freeze 

3. 속성 필터에 있는 모든 도면층의 액세스 가능성을 변경하려면 속성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잠금을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잠금 

⚫ 잠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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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별로 도면층 필터링 
도면층 그룹 필터에는 그룹에 대해 선택한 모든 도면층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그룹 필터는 문자 

객체를 포함하는 모든 도면층을 표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해당 도면층을 잠금하거나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룹 필터를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그룹 필터 도구를 클릭합니다. 

필터는 중첩될 수 있습니다. 

기존 필터의 하위 필터를 만들려면 기존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속성 필터 

또는 새 그룹 필터를 선택합니다. 

3.  새 그룹 필터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그룹 필터의 도면층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그룹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도면층 선택> 추가를 선택한 다음 도면에서 

그룹에 포함할 도면층에 있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그룹 필터에 새 

도면층을 추가하기 전에 제거하려는 기존 도면층이 있는 경우 도면층 선택>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 그룹 필터를 두 번 클릭한 다음 원하는 도면층을 표시하고 표시를 해제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기존 속성 필터를 변환하여 그룹 필터를 만듭니다. 

4MCAD 탐색기에서 도면층 필터를 보고 속성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그룹 필터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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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면층 그룹 필터에 해당 도면층을 포함하려면 녹색 원을 클릭합니다. 제외하려면 다시 클릭하세요. 

B 도면에 도면층을 표시합니다. 

C 사용 가능한 경우 도면층 설명을 표시합니다. 

그룹 필터를 수정하려면 

1.  4MCAD 탐색기에서 도면층을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그룹 필터의 이름을 바꾸려면 필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 그룹 필터를 삭제하려면 필터를 선택하고 삭제를 누릅니다. 

⚫ 그룹 필터에 포함된 도면층을 변경하려면 더블 클릭합니다. 

⚫ 도면에서 직접 그룹 필터에 대한 새 도면층을 선택하려면 그룹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그룹 필터의 모든 기존 도면층을 유지하고 도면에 직접 추가할 새 도면층을 

선택하려면 도면층 선택> 추가를 선택합니다. 그룹 필터에서 기존 도면층을 모두 제거하고 

도면에서 직접 새 도면층을 선택하려면 도면층 선택 >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그룹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수정합니다. 

그룹 필터의 도면층을 수정하려면 

1. 4MCAD Explorer 에서 Layers 를 선택합니다. 

2. 그룹 필터에 있는 모든 도면층의 가시성을 변경하려면 그룹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가시성을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On 

⚫ Off 

⚫ Thaw 

⚫ Freeze 

3. 그룹 필터에 있는 모든 도면층의 액세스 가능성을 변경하려면 그룹 필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잠금을 선택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Lock 

⚫ Un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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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층 필터 반전 

도면층 필터는 반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용된 도면층 필터를 반전하여 도면에서 사용되지 

않는 모든 도면층 목록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필터를 반전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도면층 필터를 선택하세요. 

3. 필터 반전 도구를 클릭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필터는 꺼질 때까지 반전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필터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게 보이면 반전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도면층 속성 필터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도면층 속성 필터를 .lst 파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면층 특성 필터를 가져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도면층 필터 가져오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3. 도면층 필터를 저장할 위치로 이동하고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도면층 특성 필터를 내보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내보낼 도면층 필터를 선택합니다. 

3. 도면층 필터 내보내기 도구( ) 를 클릭합니다. 

4. 도면층 필터(.lft 파일)를 찾아 선택합니다. 

5. 열기를 클릭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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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면층 설정 
새 객체를 만들면 현재 도면층에 그려집니다. 다른 도면층에 새 객체를 그리려면 먼저 해당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 )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a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현재 도면층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 로 클릭하고 목록에서 반복을 선택합니다. 

2. 도면층 이름 목록에서 현재 도면층으로 만들 도면층 을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현재를 선택합니다. 

⚫ 도면층 이름 목록에서 현재로 만들 이름을 선택한 다음 현재 도구를 클릭합니다. 

⚫ 도면층 이름 목록에서 도면층 이름을 더블 클릭합니다. 

⚫ 변경하려는 도면층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현재를 

선택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현재 도면층을 기존 객체의 도면층으로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객체별 도면층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항목별 도면층 설정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 도면층 도구> 객체에 의한 도면층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면층 도구를 클릭한 후 객체에 의한 도면층 설정을 눌러줍니다. 

⚫ setlay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현재 도면층을 설정할 개체를 선택하세요. 

명령 모음을 사용합니다. 

명령 모음에서 LAYBYENT 를 입력하고 설정을 선택하거나 LAYMCUR 을 입력한 다음 현재 

도면층으로 지정하려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도면층 가시성 제어 
도면층은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면층의 객체는 표시되지 않고 인쇄되지 

않습니다. 도면층의 가시성을 제어하여 구성선이나 메모와 같은 불필요한 정보를 끌 수 있습니다. 도면층 

가시성을 변경하여 동일한 도면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면도를 그리는 경우 한 도면층에는 전등 배치도를 그리고 다른 도면층에는 관 위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도면층을 선택적으로 켜고 끄면 동일한 도면 파일에서 전기 공학 도면과 배관 도면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편의를 위해 개별 뷰포트 내의 도면층 가시성을 제어하여 한 뷰포트에 표시되는 

도면층이 동일한 도면의 다른 뷰포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을 끄면 해당 도면층에 그려진 요소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도면층을 다시 켜면 해당 

도면층의 객체가 다시 표시됩니다. 

도면층을 켜거나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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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켜거나 끄려는 도면층의 켜기/끄기 열을 클릭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도면층을 잠금하여 확대/축소 및 이동 또는 은선 또는 음영 이미지 생성과 같은 작업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면층이 잠금되면 해당 도면층에 그려진 객체가 더 이상 표시되지 않습니다. 

끄려는 도면층에 할당된 객체를 선택합니다. 

명령 모음에서 LAYBYENT 를 입력하고 끄기를 선택하거나 LAYOFF 를 입력한 다음 끄려는 도면층이 

할당된 객체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모든 도면층을 켭니다. 

서식 > 도면층도구> 모든 도면층 켜기를 선택하거나 명령 모음에 LAYON 을 입력하여 도면의 모든 

도면층을 켭니다. 

외부 참조 도면층의 가시성을 제어하고 변경 사항을 현재 도면에 저장하려면 외부 참조 가시성을 켭니다. 

외부 참조 도면층 가시성을 켜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보기> 외부 참조 가시성의 기록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십시오. 

visretain 을 입력하여 시스템 변수에 액세스하여 외부 참조 도면층 가시성을 켤 수도 있습니다. 

도면층을 잠금 또는 잠금 해제하려면 

도면층을 잠금 또는 잠금 해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잠금 또는 해제하려는 도면층의 모든 뷰포트 열을 클릭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잠금하려는 도면층에 할당된 객체를 선택합니다. 

명령 모음에서 LAYBYENT 를 입력하고 잠금을 선택하거나 LAYFRZ 를 입력하고 잠금할 도면층이 

할당된 객체를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하여 모든 도면층을 해제합니다. 

서식> 도면층 도구> 모든 도면층 해제를 선택하거나 명령 모음에 LAYTHW 를 입력하여 도면의 모든 

도면층을 해제합니다. 

도면층 잠금 및 잠금 해제 
도면층을 잠그면 도면층에 포함된 정보를 쉽게 참조할 수 있지만 실수로 해당 객체를 수정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이 잠긴 경우(그러나 표시 및 잠금 해제된 경우) 해당 도면요소는 계속 

표시되지만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도면층을 잠그면 새 항목을 계속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을 잠금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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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층을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도면층의 잠김 열을 클릭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잠그거나 잠금 해제하려는 도면층에 할당된 객체를 선택합니다. 

명령 모음에서 LAYBYENT 를 입력하고 잠금 또는 잠금 해제를 선택하거나 

LAYLCK 또는 LAYULK 를 입력한 다음 잠그거나 잠금 해제할 도면층이 할당된 

객체를 선택합니다. 

도면층 인쇄 제어 
도면층 인쇄를 제어하는 것은 도면에 인쇄할 도면요소를 지정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도면층 인쇄를 제어하여 인쇄 중 불필요한 정보를 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평면도를 그리는 경우 한 

도면층에는 전등 설비 배치를 그리고 다른 도면층에는 관 위치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인쇄할 때 도면층을 

선택적으로 켜고 끄면 동일한 도면 파일에서 전기 공학 도면과 배관 도면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인쇄를 변경하여 동일한 도면을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에 대한 인쇄를 끄면 해당 

도면층에 그려진 객체가 계속 표시되지만 인쇄되지는 않습니다. 도면층의 가시성을 끄면 해당 도면층에 

그려진 객체가 표시되거나 인쇄되지 않습니다. 도면층 인쇄를 제어하는 것은 도면층 가시성을켜고 싶지만 

해당 도면층의 객체를 인쇄하지 않으려는 경우에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도면층에 그려진 객체를 인쇄하려면 도면층 가시성을 켜야 합니다. 

도면층 인쇄를 켜거나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인쇄를 켜거나 끄려는 도면층의 인쇄 열을 클릭합니다. 

도면층 색상 설정 
도면의 각 도면층에는 색상이 지정됩니다. 4MCAD 는 BYLAYER 색상을 객체 생성을 위한 기본 색상 

설정으로 사용하므로 새 객체가 삽입된 도면층의 색상으로 그려집니다(도면 설정 대화 상자에서 설정). 

4MCAD 탐색기를 사용하여 도면층에 할당된 색상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접 편집 기능을 

사용하면 변경하려는 색상을 클릭한 다음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새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의 색상을 변경하면 BYLAYER 색상으로 해당 도면층에 있는 모든 객체의 색상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도면층 색상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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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할 도면층의 색상 열을 클릭합니다. 

3. 색상 대화 상자의 다음 탭 중 하나에서 색상을 선택합니다. 

⚫ •색인 색상 — BYBLOCK, BYLAYER 또는 255 가지 색인 색상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색인 

상자에 색상 번호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 트루 컬러 — 기본 색상을 클릭하고 색상 팔레트에서 색상을 클릭하고 HSL(색조, 채도 및 휘도) 

값을 입력하거나 Red, Green, Blue(RGB) 값을 입력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1600 만 가지 이상의 

트루 컬러가 있습니다. 

⚫ 색상표 — 목록에서 색상표를 선택한 다음 색상을 클릭합니다. 도면에 사용된 색상표 색상만 

표시를 선택하여 현재 도면에 사용된 색상표 색상으로만 선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색상표 편집기를 클릭하여 색상표를 만들거나 편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71 페이지의 

"색상표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객체는 도면층의 색상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면층의 색상 설정을 재정의하는 특정 색상을 객체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새 항목을 만들 때 형식> 색상 

> 색상 선택 명령을 사용하여 현재 색상을 변경합니다. 기존 객체의 경우 객체를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 대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택하여 속성 창을 사용하여 객체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그림의 여러 측면에서 색상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 페이지의 "색상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도면층 선 종류 설정 
각 도면층은 기본 선 종류(대시, 점 또는 공백의 반복 패턴)를 사용합니다. 선 종류는 화면과 인쇄할 때의 

도면요소 모양을 결정합니다. 

해당 도면층에 그리는 도면요소에 BYLAYER 선 종류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MCAD 는 도면 설정 

대화상자에서 객체 생성을 위한 기본 선 종류 설정으로 BYLAYER 선 종류를 사용합니다. 

4MCAD 탐색기를 사용하여 도면층에 지정된 선 종류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접 편집 

기능을 사용하면 변경할 선 종류를 클릭한 다음 나타나는대화상자에서 새 선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에 지정된 선 종류를 변경하면 BYLAYER 선 종류를 사용하여 해당 도면층에 그려진 모든 

도면요소의 선 종류가 변경됩니다. 

도면에 이미 설정된 선 종류만 도면층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 종류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79 페이지의 "선 종류 작업"을 참고하십시오. 

하나 이상의 도면층에 지정된 선 종류를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변경할 도면층의 선 종류 열을 클릭합니다. 

3. 선 종류 대화상자에서 도면층의 새 선 종류를 선택하거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선 종류 파일을 

선택합니다. 

도면요소는 도면층의 선 종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면층의 선 종류 설정을 재지정하는 특정 선 종류를 도면요소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 객체를 생성할 

때 도구> 4MCAD 탐색기> 선 종류 탐색 명령을 사용하여 4MCAD 탐색기를 통해 현재 선 종류를 

변경합니다. 기존 객체의 경우 객체를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 대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특성 창을 사용하여 도면요소의 선 종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선가중치 설정 



174 C H A P T E R 

1 

 

각 도면층은 기본 선가중치를 사용합니다. 선가중치는 화면과 인쇄될 때의 도면요소 두께를 결정합니다. 

모든 새 도면층에는 0.25 밀리미터 또는 0.01 인치인 DEFAULT 선가중치가 지정됩니다. 도면층에 다른 

선가중치를 지정하려면 4MCAD 탐색기를 사용하여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 치수, 

구조용 강철 및 전기 평면도와 같은 개별 요소를 표시하기 위해 도면의 각 도면층에 서로 다른 선 두께를 

원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에 지정된 선가중치를 변경하면 BYLAYER 선가중치를 사용하여 해당 도면층에 

그려진 모든 도면요소의 선가중치가 변경됩니다. 새 도면요소를 작성할 때 도면층 선가중치를 재지정하지 

않으려면 해당 도면층에 그리는 모든 도면요소에 BYLAYER 선가중치를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MCAD 는 도면 설정 대화상자에서 도면요소를 작성할 때 BYLAYER 선가중치를 기본 선가중치 

설정으로 사용합니다. 본 선가중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DEFAULT 선가중치를 변경하려면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하고 표시 탭을 클릭하고 선가중치 탭을 클릭한 다음 새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도면층에 지정된 선가중치를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변경할 도면층의 선가중치 열을 클릭합니다. 

3. 선가중치 목록에서 도면층에 대한 새 선가중치를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면요소는 도면층의 선가중치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면층의 선가중치 설정을 재지정하는 특정 선가중치를 도면요소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새 도면요소를 

작성할 때 도구> 도면 설정> 도면요소 작성 탭을 사용하여 현재 선가중치를 변경합니다. 기존 객체의 경우 

객체를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 대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특성 창을 사용하여 도면요소의 선가중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투명도 설정 
각 도면층은 0 에서 90 사이의 투명도 값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0 은 투명도가 없음(보통 가시성)이고 

90 은 가장 투명도(거의 보이지 않음)입니다. 기본적으로 각 도면층에는 투명도가 0 으로 지정됩니다.  

하나 이상의 도면층에 지정된 투명도를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변경할 도면층의 투명도 열을 클릭합니다. 

3. 투명도에 대한 새 값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도면층 인쇄 스타일 설정 
도면에서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각 도면층에 대한 인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에는 도면의 요소를 실제 로 변경하지 않고 인쇄할 때 표시되는 

요소를 제어하기 위해 설정한 인쇄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에서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도면층에 대한 인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은 도면층 또는 체에 할당된 색상에 따라 인쇄 요구 사항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색상 종속 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도면을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로 

변환하는 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59 페이지의 "도면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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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도면에서 기본 인쇄 스타일은 모든 새 도면층에 대해 보통입니다. 

원하는 경우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인쇄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에 할당된 인쇄 

스타일을 변경하면 BYLAYER 인쇄 스타일로 해당 도면층에 그려진 모든 객체의 인쇄 스타일이 

변경됩니다. 

새 객체를 만들 때 도면층 인쇄 스타일을 재정의하지 않으려면 해당 도면층에 그리는 모든 객체에 

BYLAYER 인쇄 스타일을 할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4MCAD 는 면 설정 대화 상자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BYLAYER 인쇄 스타일을 기본 인쇄 스타일 설정으로 사용합니다. 

하나 이상의 도면층에 지정된 인쇄 스타일을 변경하기(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도면에서만)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하거나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도면층을 눌러줍니다. 

⚫ explayer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변경할 도면층의 인쇄 스타일 열을 클릭합니다. 

3. 필요한 경우 활성 인쇄 스타일 테이블 목록에서 다른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4. 인쇄 스타일에서 인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객체는 도면층의 인쇄 스타일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도면의 경우 도면층의 인쇄 스타일 설 

정을 무시하는 객체에 특정 인쇄 스타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 객체를 

생성할 때 도구> 도면 설정> 객체 생성 탭을 사용하여 현재 인쇄 스타일을 변 

경합니다. 기존 객체의 경우 객체를 선택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 대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속성 창을 사용하여 

객체의 인쇄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상태 작업 
도면층 상태는 개별 도면층과 해당 속성의 모음입니다. 언제든지 도면층 상태를 복원할 수 있으므로 

작업에 따라 도면층 구성 간에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상태를 가져오고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 도면에 필요한 모든 도면층을 빠르게 

생성하려면 필요한 도면층이 있는 기존 도면에서 도면층 상태를 생성하고 내보낸 다음 새 도면으로 

도면층 상태를 가져옵니다. 

도면 템플릿과 내보내거나 가져온 도면을 포함하여 도면층 상태가 도면에 저장됩니다. 

도면층 상태에 포함된 각 도면층에 대해 다음 속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색깔 

⚫ 선 종류 

⚫ 켜기/끄기 

⚫ 잠금/잠금 해제 

⚫ 잠금/잠금 해제 

⚫ 선 굵기 

⚫ 투명성 

⚫ 인쇄 

⚫ 새로운 뷰포트 

도면층 상태 관리자에서 도면층 상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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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표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면층 도구를 누른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layersta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도면층상태 만들기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미리 정의된 선 종류를 로드하는 것 외에도 새 선 종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새 선 종류를 다른 도면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상태를 작성하기 

도면층상태가 될 도면층을 모두 생성합니다. 도면층 상태 도면층을 수정할 수 있지만 먼저 

도면층과 속성으로 도면을 설정해야 도면층 상태를 생성할 때 모든 설정이 캡처됩니다. 현재 

도면층 설정을 잃지 않으려면 나중에 복원할 수 있는 도면층 상태로 저장하면 됩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면층 도구를 누른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layersta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편집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면층의 열을 클릭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새 설정은 이 도면층 상태가 적용(복원)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도면층 추가 도구를 클릭하고 도면층 상태에 추가할 도면층을 선택합니다. 

⚫ 도면층을 선택하고 도면층 삭제 도구를 클릭하여 도면층 상태에서 도면층을 제거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면층상태 적용 

도면층 상태의 설정을 적용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면층 도구를 누른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layersta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적용할 도면층 상태를 선택합니다. 

3. 도면층 상태에 따라 도면의 모든 도면층이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대해 선택합니다. 

⚫ 상태에 없는 면층이 꺼져 있음 — 도면층 상태가 적용된 후 켜질 도면층은 도면층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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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 도면층 뿐입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도면층의 켜짐/꺼짐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현재 뷰포트에서 잠금된 상태에서 찾을 수 없는 도면층 — 도면층 상태가 적용된 후 현재 

뷰포트에서 잠금해제될 도면층은 도면층상태에 포함된 도면층뿐입니다. 표시가 없는 경우 

일치하지 않는 도면층의 잠금/잠금 해제 상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4. 복원할 도면층 속성에서 도면층 상태에 포함된 모든 도면층의 속성 중 적용할 속성을 

표시합니다. 속성이 표시되지 않으면 해당 속성은 일치하는 도면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복원을 클릭합니다. 

4MCAD Explorer 에서 도면층 상태 표시하기 

도면층 상태를 표시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면층 도구를 누른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layersta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파일에서 도면층 상태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도면층 상태를 .las 파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한 도면에서 도면층 상태를 내보내고 새 

도면으로 가져오면 새 도면에 필요한 모든 새 도면층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서 도면층 상태를 가져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면층 도구를 누른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layersta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열기를 클릭합니다. 

3. 가져올 .las 파일을 선택합니다. 

4.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도면층 상태를 파일로 내보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형식>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도면층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면층 도구를 누른 다음 도면층 상태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layersta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내보낼 도면층 상태를 선택합니다. 

3.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4. .las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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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종류 작업 
선 종류는 선 모양에 영향을 주는 일련의 교대 선 세그먼트, 점 및 공백입니다. 

선 종류 이해 

4MCAD 는 단순하고 복잡한 선 종류를 제공합니다. 

⚫ 단순 선 종류는 점, 대시 또는 공백의 반복 패턴으로 구성됩니다. 

⚫ 복잡한 선 종류에는 점, 대시 및 공백과 함께 포함된 모양 및 문자 요소가 

포함됩니다. 

다양한 선 종류를 사용하여 특정 종류의 정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지 평면도를 

그리는 경우 연속 선 종류를 사용하여 도로를, 정사각형 기둥이 있는 대시 선 종류를 사용하여 

펜스를 그리거나 "GAS "로 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도면에는 CONTINUOUS, BYLAYER 및 BYBLOCK 의 세 가지 선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 종류는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도면에는 무제한의 추가 선 종류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선 종류를 로드 하거나 정의한 선 종류를 작성 및 

저장할 수 있습니다. 

4MCAD 탐색기에서 선 종류 정보 표시 

4MCAD 탐색기 선 종류 요소를 표시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선 종류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선 종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선 종류를 누릅니다. 

⚫ expltyp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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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클릭하면 선 종류 설정이 표시됩니다. 

B 현재 도면에 로드된 선 종류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확인 표시는 현재 선 종류를 나타냅니다.) 

C 현재 도면에 로드된 선 종류를 설명합니다. 

D 도면에 선 종류가 표시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E 카테고리별로 정렬하려면 열 제목을 클릭하세요 

현재 선 종류 설정 
일반적으로 BYLAYER 로 표시된 현재 도면층에 지정된 선 종류를 사용하여 도면요소를 그립니다. 

도면층의 선 종류 설정을 재지정하는 도면요소별로 선 종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BYBLOCK 선 종류를 지정하여 블록으로 그룹화할 때까지 기본 선 종류를 사용하여 새 도면요소를 

그리는 것입니다. 도면에 블록을 삽입할 때 도면요소는 현재 선 종류 설정을 상속합니다. 

선 종류를 현재로 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선 종류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 선 종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선 종류를 누릅니다. 

⚫ expltyp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선 종류 이름 목록에서 현재로 만들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현재를 선택합니다. 

⚫ 선 종류 이름 목록에서 선택하고 현재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선 종류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상태 표시줄을 사용합니다. 

상태 막대에서 현재 선 종류에 대한 단어 BYLAYER 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특성을 클릭한 

다음 현재로 만들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180 C H A P T E R 

1 

 

추가 선 종류 로드 
도면에서 사용할 새 선 종류를 선택하려면 먼저 선 종류 정의를 작성하거나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lin)에서 미리 정의된 선 종류를 로드해야 합니다. 

4MCAD 에는 100 개 이상의 사전 정의된 선 종류가 포함된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인 icad.lin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 종류 라이브러리에서 새 선 종류를 로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선 종류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선 종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선 종류를 누릅니다. 

⚫ expltyp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선 종류 대화상자를 엽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 창 오른쪽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한 다음 새로 

만들기>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3. 로드할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4. 필요한 경우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다음을 포함하는 다른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을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A 선택할 수 있는 선 종류 정의가 포함된 현재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B 클릭하여 선 종류를 선택하고 로드합니다. 

C 현재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에 대한 새 선 종류 정의를 생성하려면 클릭합니다. 

D 열 제목을 클릭하여 범주별로 정렬합니다. 

E 선택하려는 선 종류가 포함된 다른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을 열려면 클릭합니다. 

선 종류 작성 및 이름 지정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미리 정의된 선 종류를 로드 하는 것 외에도 새 선 종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새 선 종류를 다른 도면에서 사용하기 위해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선 종류를 작성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선 종류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선 종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A E 

D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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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선 종류를 누릅니다. 

⚫ expltyp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선 종류 대화상자를 엽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 창의 오른쪽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하고 새로 

만들기>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3.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선 종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새 단어에서 단어 사이에 공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5. 필요한 경우 선 종류 파일 이름에서 다른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을 지정합니다. 

6. 선 종류 설명에 선 종류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이 필드에 이 선 종류의 목적이나 모양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 종류의 모양과 유사한 ..__..와 같은 문자나 기호를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선 종류 정의에 선 종류 정의를 입력합니다.  

정의는 쉼표로 구분된 양수와 음수로 구성됩니다. 양수는 지정된 도면 단위 수에 대해 실선 

세그먼트를 그립니다. 음수는 지정된 단위 수에 대한 간격을 만듭니다. 0 은 점을 만듭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A 새 선 종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B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의 경로를 입력하십시오. 

새 선 종류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C 이 상자에 선 종류의 목적이나 모양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설명을 입력합니다. 

D 쉼표로 구분된 양수와 음수로 구성된 선 종류의 정의를 입력합니다. 

E 클릭하여 다른 선 종류 라이브러리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새로운 복합 선 종류 작성 

새 복합 선 종류를 작성하기 

복잡한 선 종류는 유틸리티, 경계, 등고선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선 종류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선은 사용자가 정점을 지정할 때 동적으로 그려집니다. 선에 포함된 모양 및 문자 객체는 항상 완전히 

표시됩니다. 이 객체는 절대 잘리지 않습니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선 종류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선 종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선 종류를 누릅니다. 

⚫ expltyp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A 

B D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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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새 선 종류 대화상자를 엽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 창의 오른쪽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하고 새로 

만들기>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3.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선 종류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단어 사이에 공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5. 선 종류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이 필드에 이 선 종류의 목적이나 모양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선 종류의 경우 선 종류에 대한 문자 설명을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선 종류 정의에 선 종류 정의를 입력합니다. 단순 선 종류의 경우 복잡한 선 종류 구문은 쉼표로 

구분된 패턴 설명자 목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289 페이지의 "복잡한 선 유형 정의에 

대한구문"을 참조하십시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복잡한 선 종류 정의 구문 

복잡한 선 종류에는 패턴 설명자로 모양 및 문자 도면요소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단순한 선 종류의 대시 및 점 설명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양 설명자 구문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복잡한 선 종류에 모양 도면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hape_name, shape_filename] or [shape_name, shape_filename, transform]  

구문에서 필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shape_name 

선 종류에 추가할 모양의 이름입니다. 모양 이름은 지정된 모양 파일(shape_filename)에 있어야 합니다. 

shape_filename 

특정 된 모양 정의 파일의 이름(확장자 *.shx). 모양 파일 이름에 대한 경로가 정의되지 않은 경우 

파일에 대한 라이브러리 경로가 검색됩니다. 

transform 

변환 인수는 선택 사항이며 다음 시리즈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각각 앞에 쉼표가 옴). 

R=value Relative rotation 

A=value Absolute rotation 

S=value Scale 

X=value X offset 

Y=value Y offset 

이 구문에서 값은 부호 있는 십진수를 나타냅니다. 회전은 도 단위로 표시되는 반면 다른 옵션은 선 

종류 축척 도면 단위로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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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ation 

R=value or A=value 

R= 선의 정교함을 기준으로 접선 회전을 결정합니다. 

A= 원점에 대한 모양의 절대 회전을 결정합니다. 모든 모양은 선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회전을 갖습니다. 값은 도(기본값)의 경우 d,라디안의 경우 r, 그래드의 경우 g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전을 생략하면 0 상대 회전이 사용됩니다. 

scale 

S=value 

모양의 내부 배율을 곱하는 요소를 결정합니다. 모양의 내부 스케일이 0 이면 스케일 값이 스케일로 

사용됩니다. 

X offset 

X=value 

선 종류 정의 정점의 끝에서 계산된 선 종류의 X 축을 따라 모양의 이동을 결정합니다. X 오프셋이 

생략되거나 0 이면 오프셋 없이 모양이 정교 해집니다. 모양이 있는 연속선을 원하면 이 필드를 

포함합니다. 이 값은 S 로 정의된 축척 비율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Y offset 

Y=value 

선 종류 정의 정점의 끝에서 계산된 선 종류의 Y 축을 따라 모양의 이동을 결정합니다. Y 오프셋이 

생략되거나 0 이면 오프셋 없이 모양이 정교 해집니다. 

이 값은 S 로 정의된 축척 비율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문자 설명자 구문 

다음 구문을 사용하여 복잡한 선 종류에 문자 도면요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string", style_name] or ["string", style_name, transform] 

구문에서 필드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string 

복합 선 종류에 사용할 문자입니다. 문자 문자열에 ` 또는 "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사용하려면 대신 문자에 대한 ASCII 값과 함께 제어 코드(%%)를 입력하십시오. 

style_name 

정교화 할 문자 스타일의 이름입니다. 지정된 문자 스타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생략하면 현재 정의된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transform 

변환 인수는 선택 사항입니다. (각각 앞에 쉼표가 옴). 

R=value Relative rotation 

A=value Absolute rotation 

S=value Scale 

X=value X offset 

Y=value Y offset 

이 구문에서 값은 부호 있는 십진수를 나타냅니다. 회전은 도 단위로 표시되는 반면 다른 옵션은 선 



184 C H A P T E R 

1 

 

종류 축척 도면 단위로 표시됩니다. 

회전 

R=값 또는 A=값 

R=은 선의 정교함을 기준으로 상대적 또는 접선 회전을 결정합니다. A=는 원점을 기준으로 문자의 

절대 회전을 결정합니다. 모든 문자는 선에 대한 상대적 위치에 관계없이 동일한 회전을 갖습니다. 값은 

도(기본값)의 경우 d, 라디안의 경우 r, 그래드의 경우 g 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회전을 생략하면 0 상대 

회전이 사용됩니다. 회전은 기준선과 공칭 캡 높이 상자 사이의 중심에 있습니다. 

규모 

S=값 

스타일의 높이를 곱하는 요소를 결정합니다. 스타일의 높이가 0 이면 스케일 값이 스케일로 사용됩니다. 

문자의 최종 높이는 축척 값과 문자 스타일에 할당된 높이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문자 스타일 높이를 

0 으로 설정하면 보다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면의 다른 문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선 종류의 문자. 

X 오프셋 

X=값 

선 종류 정의 정점의 끝에서 계산된 선 종류의 X 축을 따라 문자의 이동을 결정합니다. X 오프셋이 

생략되거나 0 이면 문자의 왼쪽 하단 모서리를 오프셋으로 사용하여 문자를 정교화 합니다. 문자가 있는 

연속 행을 원하면 이 필드를 포함하십시오. 이 값은 S 로 정의된 축척 비율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Y 오프셋 

Y=값 

선 종류 정의 정점의 끝에서 계산된 선 종류의 Y 축을 따라 문자의 이동을 결정합니다. Y 오프셋이 

생략되거나 0 이면 문자의 왼쪽 하단 모서리를 오프셋으로 사용하여 문자를 정교화 합니다. 이 값은 

S 로 정의된 축척 비율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선 종류 수정 

선 종류 이름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선 종류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선 종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선 종류를 누릅니다. 

⚫ expltyp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선 종류를 선택한 다음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 변경할 선 종류 이름을 클릭한 다음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 변경하려는 선 종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CONTINUOUS, BYBLOCK 및 

BYLAYER 라는 선 종류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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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스타일 작업 

문자 스타일은 문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명명되고 저장된 형식 설정 모음입니다. 

문자 스타일 이해 

도면에 문자를 추가하면 현재 문자 스타일을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문자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문자가 

주석인 경우 글꼴, 크기, 각도, 방향 및 기타 문자 특성을 결정합니다. 

모든 도면에는 처음에 Arial 글꼴을 사용하는 Standard 라는 하나 이상의 문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표준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지만 이름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꼴에 적용된 글꼴이나 

사선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에서 추가 문자 스타일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MCAD 탐색기에서 원 클릭 편집 방법을 사용하여 설정을 변경하여 문자 스타일과 관련된 모든 

설정을 직접 편집할 수 있습니다. 

4MCAD Explorer 에서 문자 스타일 정보 표시하기 

문자 스타일 요소를 표시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다음 문자 스타일 탐색을 클릭합니다. 

⚫ expstyl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A 클릭하면 문자 스타일 설정이 표시됩니다. 

B 현재 도면에 정의된 문자 스타일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C 문자가 기본적으로 주석이 될 것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D 도면 공간의 주석 문자가 배치 뷰포트에 따라 방향이 지정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클릭하여 옵션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E 문자 스타일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새로운 높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F 문자 스타일의 너비 요소를 표시합니다. 

G 문자 스타일의 비스듬한 각도를 표시합니다. 

H 스타일의 기반이 되는 글꼴 이름을 표시합니다. 

I 굵게 또는 기울임꼴과 같은 글꼴 스타일을 표시합니다. 

J 문자 스타일의 기반이 되는 언어를 표시합니다. 

K 아시아 언어 큰 글꼴 파일의 사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shx 파일의 경우 글꼴만). 

L 문자가 뒤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M 문자가 거꾸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N 문자를 세로로 표시할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O 범주별로 정렬하려면 열 제목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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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스타일 생성 및 이름 지정 

글꼴은 문자, 숫자, 구두점 및 기호로 구성된 문자 집합입니다. 각 글꼴은 자체 글꼴 파일에 저장됩니다. 

문자 스타일은 글꼴에 추가 서식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글꼴을 기반으로 여러 문자 스타일을 만들고 

다양한 특성을 변경하여 글꼴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문자 스타일을 만들려면 글꼴에 서식 특성을 

지정합니다. 

4MCAD 는 *.shx 글꼴 파일을 사용하고 글꼴 선택을 제공합니다. 이 글꼴은 4MCAD/Fonts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AutoCAD 및 Windows 시스템 글꼴과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모든 글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타사 공급업체에서 많은 글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문자 스타일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문자 스타일 탐색을 클릭합니다. 

⚫ expstyl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기본 이름인 NewStyle1 을 사용하여 새 스타일이 문자 스타일 

목록에 추가됩니다.) 

3. 강조 표시된 기본 문자 위에 입력하여 새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변경할 항목의 열을 클릭하고 선택합니다. 

5. 명령을 완료하려면 창을 닫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문자 스타일 이름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문자 스타일 탐색을 클릭합니다. 

⚫ expfont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문자 스타일을 선택하고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할 문자 스타일 이름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할 문자 스타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문자 스타일 수정 

새 문자 스타일에는 처음에 높이, 너비 계수, 경사 각도 및 기타 특성에 대한 기본값이 지정됩니다. 새 문자 

스타일과 기존 문자 스타일 모두에 대해 이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에 할당된 글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도면에 삽입된 문자에 지정된 문자 스타일의 글꼴 또는 방향 특성을 

변경하면 해당 스타일을 사용하는 모든 문자가 변경 사항을 반영하도록 재생성 됩니다. 지정된 경우 경사 

각도 및 높이는 문자를 작성할 때 스타일 정의에 의해 제공되지만 스타일이 변경될 때 기존 문자에 대해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잠금 문자 높이 값 0 을 사용하면 도면에 문자를 삽입할 때 문자 높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값은 

문자의 높이를 해당 값으로 설정합니다. 도면에 문자를 삽입할 때 문자 높이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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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습니다. 너비 요소는 문자의 수평 크기를 결정합니다. 1 보다 작은 값은 문자를 압축합니다(예: 0.75 는 

문자를 25% 압축). 1 보다 큰 값은 문자를 확장합니다(예: 1.50 은 문자를 50% 확장). 비스듬한 각도는 

90 도에서 오프셋 된 각도로 문자의 앞뒤 기울기를 결정합니다. 음수 값은 문자를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양수 값은 문자를 오른쪽으로 기울입니다. 

문자 스타일을 수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문자 스타일 탐색을 클릭합니다. 

⚫ expfont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변경할 문자 스타일에 대해 원하는 열을 클릭한 다음 원하는 변경 사항을 입력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려면 4MCAD 탐색기 창을 닫습니다. 

현재 문자 스타일 설정 
도면에 문자를 삽입하면 현재 문자 스타일을 사용하여 문자가 작성됩니다. 문자를 작성할 때 다른 문자 

스타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문자 스타일을 현재로 만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문자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누른 다음 문자 스타일 탐색을 클릭합니다. 

⚫ expfont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 스타일 이름 목록에서 현재로 만들 스타일을 클릭합니다. 

3.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스타일을 현재 스타일로 만듭니다. 

⚫ 편집> 현재를 선택합니다. 

⚫ 현재 도구를 클릭합니다. 

⚫ 창의 오른쪽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하고 현재를 

선택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4MCAD 탐색기 창을 닫습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문자 스타일 이름 목록에서 문자 스타일을 선택하고 현재 도구를 클릭하거나 문자 스타일 이름 

목록에서 문자 스타일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문자 스타일을 현재 문자 스타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좌표계 작업 
좌표계는 원점(0,0,0)과 원점에서 교차하는 일련의 축을 기준으로 도면 공간을 나타내는 점 시스템입니다. 

좌표계 이해 
도면에서 객체를 생성하면 도면의 기본 직교 좌표계를 기준으로 배치됩니다. 

모든 도면에는 WCS(세계 좌표계)라는 잠금 좌표계가 있습니다. WCS 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도면에는 각각 고유한 0,0,0 의 원점과 방향이 있는 추가 좌표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좌표계를 

원하는 만큼 생성한 다음 필요에 따라 저장하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원점 좌표를 한 번 클릭한 다음 새 

좌표를 입력하여 4MCAD 

탐색기 내에서 좌표계의 원점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각 측면에 대해 별도의 UCS(사용자 좌표계)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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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에 대한 UCS 로 전환하여 x 및 y 좌표만 지정하여 해당 쪽에 창을 그릴 수 있습니다. 

4MCAD 탐색기에서 좌표계를 선택하여 다양한 사용자 좌표계를 생성한 다음 전환할 수 있습니다. 

4MCAD Explorer 에서 좌표계 정보 표시 

좌표계 요소를 표시하기 

좌표계 탐색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좌표계(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좌표 시스템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사용자 좌표계> 좌표 시스템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좌표 시스템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 expuc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A. 좌표계 설정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B. 현재 도면에 정의된 좌표계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C. WCS 를 기준으로 좌표계의 원점을 표시합니다. 

D. 좌표계의 x 축 방향을 표시합니다. 

E. 좌표계의 y 축 방향을 표시합니다. 

F. 열 제목을 클릭하여 범주별로 정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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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좌표계 정의 및 명명 
도면은 원하는 만큼 좌표계를 포함할 수 있으며 나중에 불러오기 위해 도면에서 좌표계가 사용되는 

방식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MCAD 탐색기에서 새 사용자 좌표계를 정의하려면 

1. 좌표계 탐색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좌표계(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좌표 시스템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사용자 좌표계> 좌표 시스템 탐색기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좌표 시스템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 expuc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UCS 를 선택합니다. 

⚫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 창의 오른쪽에 커서를 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하고 새로 

만들기> UCS 를 선택합니다. 

3. 도면 창에서 UCS 를 정의하는 데 사용할 방법을 프롬프트 상자 또는 명령 모음에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3 점을 선택한 다음 도면 창에서 3 개의 점을 지정하여 좌표계의 x, y 및 z 축을 

정의합니다. 

4. 강조 표시된 부분에 입력하여 새 사용자 좌표계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기본 문자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5. 명령을 완료하려면 창을 닫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사용자 좌표계 이름을 변경하기 

1. 좌표계 탐색을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좌표계(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좌표 시스템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사용자 좌표계> 좌표 시스템 탐색기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좌표 시스템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 expuc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사용자 좌표계를 선택한 다음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사용자 좌표계 이름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사용자 좌표계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현재 사용자 좌표계 설정 
새 객체를 그리면 현재 좌표계를 기준으로 생성됩니다. 4MCAD Explorer 에서 현재 UCS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탐색기에서 현재 UCS 를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UCS 이름 목록에서 UCS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 UCS 이름 목록에서 UCS 를 선택한 다음 편집> 현재를 선택합니다. 

⚫ UCS 이름 목록에서 UCS 를 선택한 다음 현재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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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명된 보기 사용 
도면에서 작업할 때 도면의 다른 부분 사이를 자주 전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의 

평면도를 그리는 경우 집의 특정 방을 확대한 다음 축소하여 집 전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팬 및 줌 명령을 

반복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도면의 다양한 뷰를 명명된 뷰로 저장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보기 간에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4MCAD 탐색기에서 보기 명령 또는 보기 요소를 사용하여 

명명된 보기를 저장하고 나중에 복원할 수 있습니다. 

4MCAD 탐색기에서 보기 표시 
4MCAD 탐색기에서 보기를 표시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보기 보기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보기(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도구> 보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보기를 클릭합니다. 

⚫ expview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보기 요소를 클릭합니다. 

 
A. 보기 설정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B. 현재 도면에 정의된 뷰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확인 표시는 현재 보기를 나타냅니다.) 

C. 도면 단위로 뷰의 높이를 표시합니다. 

D. 도면 단위로 보기의 너비를 표시합니다. 

E. WCS 에서 3 차원 좌표로 표현되는 뷰의 방향을 표시합니다. 

F. 열 제목을 클릭하여 범주별로 정렬합니다. 

보기 저장 및 이름 지정 

현재 창에 표시된 보기를 명명된 보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명명된 보기를 

저장한 후에는 언제든지 현재 창에서 해당 보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기를 명명된 파일로 저장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보기 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뷰 관리자(보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보기> 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뷰를 선택한 후 뷰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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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이름에 보기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누르십시오. 

4.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현재 보기의 일부를 명명된 보기로 저장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보기 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보기(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도구> 보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보기를 클릭합니다. 

⚫ expview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 보기를 선택합니다. 

⚫ 4MCAD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창을 선택합니다. 

4. 보기 창의 첫 번째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5. 뷰 창의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6. 새 보기의 이름을 바꾼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보기 이름에서 단어 사이에 공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7.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저장된 뷰 이름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보기 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보기(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도구> 보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보기를 클릭합니다. 

⚫ expview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보기를 선택하고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보기 이름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보기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명명된 보기 복원 
하나 이상의 명명된 보기를 저장한 후 보기 명령 또는 4MCAD 탐색기를 사용 

하여 현재 창에서 해당 보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보기 명령을 사용하여 명명된 보기를 복원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보기 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뷰 관리자(보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보기> 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뷰를 선택한 후 뷰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 View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복원할 보기를 선택합니다. 

3.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4MCAD 탐색기에서 명명된 보기를 복원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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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설정 목록에서 보기 이름을 선택한 다음 편집> 현재를 선택합니다. 

⚫ 보기 설정 목록에서 보기 이름을 선택한 후 현재 도구를 클릭합니다. 

⚫ 보기 목록에서 보기 이름을 두 번 클릭합니다. 

명명된 뷰 속성 변경 
명명된 뷰를 생성하면 대상 방향 및 비틀림 각도와 같은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기가 

정의된 후 많은 보기 설정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일부 속성은 4MCAD Explorer 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속성은 보기 관리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기 옵션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보기 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보기(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도구> 보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보기를 클릭합니다. 

⚫ expview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뷰의 높이, 너비 또는 대상 방향 열을 클릭합니다. 변경한 다음 변경합니다. 

3. 추가로 변경하려면 View Manager 도구를 클릭하고 원하는 설정을 선택한 다음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4.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배치 작업 
생성하는 각 도면에는 모형 탭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 영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면 사본을 인쇄할 

용지를 시뮬레이션하는 레이아웃 탭의 다양한 배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도면의 배치를 관리하고 페이지 설정을 지정할 수 있으며 다른 도면에서 재사용할 

레배치를 쉽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Explorer 에서 배치를 활성화하는 것은 도면 창에서 해당 탭을 클릭하는 것과 같습니다. 

4MCAD 탐색기에서 배치 표시 

4MCAD 탐색기에서 배치를 표시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배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배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배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배치를 클릭합니다. 

⚫ explayout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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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클릭하면 배치와 해당 설정이 표시됩니다. 

B. 현재 도면에 정의된 배치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확인 표시는 현재 배치를 나타냅니다.) 

C. 배치에 속한 블록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D. 현재 할당된 페이지 설정을 보거나 지정하려면 클릭합니다. 

E. 카테고리별로 정렬하려면 열 제목을 클릭하세요 

배치 생성 및 이름 지정 
각 도면에는 모델에 대한 하나의 레이아웃과 최대 255 개의 다른 배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 배치를 만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배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배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배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배치를 클릭합니다. 

⚫ explayout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보기 요소를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새 레이아웃이 기본 이름으로 배치 목록에 추가됩니다.) 

3. 강조 표시된 기본 문자 위에 입력하여 새 레이아웃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명령을 완료하려면 창을 닫습니다.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레이아웃 이름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배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배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배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배치를 클릭합니다. 

⚫ explayout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보기 요소를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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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할 레이아웃 이름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레이아웃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배치에 대한 페이지 설정 옵션 지정하기 
각 배치에는 고유한 페이지 설정이 할당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배치에 대한 고유한 인쇄 설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배치가 동일한 인쇄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배치에 동일한 페이지 설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을 모델이나 배치에 할당한다고 해서 항상 지정된 설정으로 인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 

설정에 대해 지정된 모든 인쇄 설정은 인쇄 시 무시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32 페이지의 "페이지 설정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배치에 페이지 설정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배치 탐색기(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배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배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배치를 클릭합니다. 

⚫ explayout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보기 요소를 클릭합니다. 

2. 원하는 배치 페이지 설정 열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하고 현재 설정을 클릭한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려면 4MCAD 탐색기 창을 닫습니다. 

할당된 페이지 설정의 설정을 수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배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배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배치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배치를 클릭합니다. 

⚫ explayout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보기 요소를 클릭합니다. 

2. 하는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 열을 클릭합니다. 

3.  변경이 필요한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새 옵션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필요한 경우 레이아웃에 할당할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전류를 설정합니다. 

6. 닫기를 클릭합니다. 

7. 명령을 완료하려면 4MCAD 탐색기 창을 닫습니다. 

블록 작업 
블록은 한 번 저장되면 도면에 단일 객체로 삽입 및 조작할 수 있는 특수 유형 

의 객체를 나타냅니다. 

블록 이해하기 
블록은 선, 호, 원과 같은 가시적 요소와 속성이라고 하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데이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사용하여 부품 번호 및 가격과 같은 항목을 추적하고 속성 정보를 외부 데이터베이스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블록 

이 도면에 삽입된 횟수를 계산하여 부품 수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은 도면 파일의 일부로 

저장됩니다. 

외부 참조는 블록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외부 참조를 사용하여 전체 도면을 현재 도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과 달리 외부 참조는 현재 도면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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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CAD Explorer 에서 블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블록 사본을 

관리하고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Explorer 는 각 블록 또는 외부 참조에 대한 기타 정보와 함께 

현재 도면에 포함된 모든 블록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속성을 한 번 클릭하고 4MCAD 탐색기 내에서 편집하여 블록 이름을 바꾸고 삽입점을 수정하고 외부 

참조 도면의 경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Explorer 외에도 블록 편집기를 사용하고 다양한 블록 명령을 사용하고 도구 팔레트에 블록을 

추가하여 블록으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 편집기 및 다양한 블록 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70 페이지의 “블록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도구 팔레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717 페이지의 “도구 

팔레트 사용자화”를 참조하십시오. 

4MCAD Explorer 에서 블록 정보 표시 

4MCAD 탐색기에서 블록을 표시하기 

블록 탐색기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블록(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블록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블록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 expblock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MCAD 탐색기의 블록 요소는 기본적으로 아이콘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콘 보기는 각 블록의 작은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이미지 보기에는 선택한 도면의 각 블록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블록이 표시되면 블록 도구 모음의 추가 도구가 다음 표에 설명된 기능을 제공합니다. 

Additional tools on the Block toolbar 
 

 

( ) Icons 각 블록의 이미지를 표시합니다. 

(  ) Details 각 블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 Insert 블록을 삽입합니다. 

Too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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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sert External File Block 디스크에서 사용 가능한 도면을 블록으로 삽입합니다. (  ) Save 

Block 선택한 블록을 standalone.dwg 파일로 저장합니다. ( ) Edit Block 

Reference 블록의 정의를 재정의합니다 

각 블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세부 정보 도구를 클릭하십시오. 자세히 보기에서 설정을 클릭하고 변경 사항을 

입력하여 경로와 삽입점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A. 클릭하면 블록 설정이 표시됩니다. 

B. 현재 도면에 정의된 블록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C. 현재 블록의 발생 횟수를 표시합니다. 

D. 현재 도면에서 블록의 삽입점을 표시합니다. 

E. 블록이 기본적으로 주석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F. 블록이 도면 공간에 있는 경우 배치 뷰포트에 따라 자동으로 방향이 지정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주석 블록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G. 블록이 비례적으로 확장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H. 블록이 분해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I. 블록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J. 카테고리별로 정렬하려면 열 제목을 클릭하세요. 

블록 생성 및 이름 지정 
여러 객체를 단일 블록으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작성한 후 도면에 사본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각 

블록 삽입은 단일 객체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삽입할 때 각 블록을 회전하거나 축척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삽입한 새 블록의 이름을 4MCAD Explorer 의 블록 이름 목록에 추가합니다. 

블록을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블록(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블록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블록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 expblock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 차단을 선택합니다. 

⚫ 4MCAD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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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블록 정의 대화상자에서 새 블록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 화면에서 지정 확인을 클릭한 후 도면에서 기준점을 선택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기준점 선택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즉시 임시로 닫고 도면에서 기준점을 선택한 다음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이 옵션은 화면에 지정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X, Y, Z 기준점의 x, y, z 좌표를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화면에 지정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에 결합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 화면에서 지정 확인을 클릭한 후 도면의 요소를 선택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요소 선택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즉시 닫고 도면에서 요소를 선택한 다음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유형 또는 값별로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화면에 지정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블록이 생성된 후 객체로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 요소 유지 블록에 대해 선택한 요소는 도면에 남아 있습니다. 

⚫ 블록으로 변환 블록에 대해 선택한 요소는 블록으로 변환되어 도면에 남아 있습니다. 

⚫ 객체 삭제 블록에 대해 선택한 객체가 도면에서 제거됩니다. 

7. 블록에 대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주석 블록이 기본적으로 주석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석 블록의 표시 및 인쇄는 주석 축척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석이 있는 경우도면 공간에 있는 블록이 배치 뷰포트에 따라 

자동으로 방향이 지정되는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균일하게 크기 조정 블록 크기가 조정된 경우 종횡비를 유지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주석 블록은 비례적으로 축척 되어야 합니다. 

⚫ 분해 허용 블록을 별도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단위 블록 단위를 정의합니다(예: 인치 또는 밀리미터). 

8.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함께 새 블록을 블록 목록에 추가합니다. 

 
F G H I 

A. 블록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B. 블록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선택 후 도면에서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D. 도면에서 지금 기준점을 선택하려면 선택합니다. 

E. 기준점 좌표를 표시하거나 다음을 수행할 수있습니다. 수동으로 입력하십시오. 

F. 블록에 포함할 객체를 선택하려면 선택합니다. 

G. 도면에서 요소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H. 블록이 생성된 후 객체를 유지, 변환 또는삭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I. 유형 또는 값별로 객체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J. 블록 단위를 선택합니다. 

K. 블록을 다음으로 분해할 수 있도록 선택합니다. 

L. 블록이 다음과 같은 경우 화면비를 유지하려면 선택합니다. 

M. 도면 공간에 있는 블록이 배치 뷰포트에 따라 방향이 지정되도록 하려면 선택합니다 

A 

B 

N 

C 

D 
 
 

E 

N 

M 

L 

K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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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이 표시된 경우에만 사용 가능). 

N. 기본적으로 블록을 주석으로 만들기 위해 표시합니다. 

현재 도면에서 블록 이름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블록(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블록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블록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 expblock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블록을 선택하고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블록 이름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블록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블록 삽입 
4MCAD 탐색기의 블록 이름 목록에 나열된 블록을 도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려 있는 

도면에 포함된 블록이 포함됩니다. 

블록을 삽입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블록(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블록 탐색기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블록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 expblock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열려 있는 다른 도면에서 블록을 삽입하려면 4MCAD 탐색기 창의 왼쪽을 클릭합니다. 

(블록이 동일한 도면 내에 포함된 경우 이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3. 삽입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4. 4MCAD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삽입 도구를 클릭합니다. 

5. 도면에서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6. x, y, z 축척 비율과 회전 각도를 지정하거나 프롬프트 상자에서 완료를 선택합니다. 

7.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한 다음 블록 이름 목록에서 삽입하려는 블록의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블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삽입 메뉴에서 블록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13 장, "도면에서 다른 

파일로 작업하기" 참조). 

도면을 블록으로 삽입 
다른 도면을 현재 도면에 블록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MCAD 탐색기의 블록 이름 목록에 

블록 이름이 추가됩니다. 나중에 삽입된 도면에 대한 변경 사항은 이 도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면을 블록으로 삽입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블록(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블록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블록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 expblock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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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MCAD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외부 파일 블록 삽입 도구 클릭 

3. 블록 삽입 대화 상자에서 삽입할 도면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4. 도면에서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5. x, y, z 축척 비율과 회전 각도를 지정하거나 프롬프트 상자에서 완료를 선택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블록을 별도의 도면으로 저장 
블록을 별도의 도면으로 저장한 다음 다른 도면과 마찬가지로 해당 도면을 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별도의 도면 파일로 저장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블록(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블록 탐색기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블록 탐색기를 클릭합니다. 

⚫ expblock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저장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3. 4MCAD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블록 저장 도구를 클릭합니다. 

4. 블록 저장 대화 상자에서 블록을 저장할 폴더를 선택하십시오. 

5. 파일 이름 필드에 새 도면 파일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또는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새 

도면 이름은 블록 이름과 동일함) 저장을 클릭합니다. 

외부 파일에 대한 참조 작업 
4MCAD Explorer 에서는 열려 있는 도면에서 참조하는 모든 파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외부 참조 또는 외부 참조 도면 파일 외에도 4MCAD 탐색기에서 직접 래스터 이미지, .dwf 파일, .dgn 파일, .pdf 

파일 및 포인트 클라우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외부 파일을 참조하면 참조된 파일의 내용이 현재 도면에 나타나지만 내용 자체는 도면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4MCAD 에서 참조된 파일에 대한 정보 표시 

참조된 파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외부 참조(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외부 참조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외부 참조를 클릭합니다. 

⚫ expref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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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아이콘 도구 클릭하면 참조된 각 파일의 작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 세부 정보 도구를 클릭하면 각 블록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A. 외부 참조 파일 설정을 표시하려면 클릭합니다. 

B. 현재 도면에서 참조된 파일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C. 현재 도면에 있는 파일의 로드 상태를 표시합니다. 

D. 현재 도면에서 파일을 참조한 횟수를 표시합니다. 

E. 파일의 크기를 표시합니다. 

F. 파일 형식을 표시합니다. 

G. 파일의 날짜를 표시합니다. 

H. 파일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I. 범주별로 정렬하려면 열 제목을 찾습니다. 

 

참조 파일 첨부 
외부 참조 파일을 첨부하기 

1. 다

음

 

중

 

하

나

를

 

수

행

하

여

 

외

부

 

참조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외부 참조(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외부 참조 탐색기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외부 참조를 클릭합니다. 

⚫ expref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 4MCAD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새 항목 도구를 선택합니다. 

3. 파일 형식에서 첨부할 파일 형식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4. 파일의 삽입 지점을 지정하고 추가 프롬프트를 완료합니다. 

5.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참조 파일에 대한 설정 수정 
4MCAD 탐색기에서 이름 변경, 새 위치로 연결, 클리핑 등의 모든 참조 파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참조된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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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외부 참조(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외부 참조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외부 참조를 클릭합니다. 

⚫ expref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파일을 선택하고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할 파일 이름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할 파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참조된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외부 참조(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외부 참조 탐색기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외부 참조를 클릭합니다. 

⚫ expref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파일을 선택하고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할 파일 이름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할 파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외부 참조 파일을 관리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외부 참조(탐색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외부 참조 탐색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탐색기를 선택한 후 외부 참조를 클릭합니다. 

⚫ expref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편집을 선택한 다음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원하는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이미지 관리자 도구 또는 외부 참조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외부 참조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94 페이지의 "외부 참조 작업"을 참조하십시오. 

치수 스타일 작업 
4MCAD 탐색기에서 치수 스타일 요소를 사용하여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치수 스타일을 잘라내고 

복사하고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에는 치수 모양을 제어하는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MCAD Explorer 내에서 이러한 설정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화살표, 선, 문자, 단위 및 기타 형식 특성의 모양과 

관련된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4MCAD 에서 치수 스타일 정보 표시 

4MCAD 탐색기 치수 스타일 요소를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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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치수 스타일(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치수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A. 치수 스타일 설정을 표시. 

B. 현재 도면에 정의된 치수 스타일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C. 해당 치수 스타일을 편집하려면 클릭합니다. 

D. 열 제목을 클릭하여 범주별로 정렬합니다. 

치수 스타일 작성 및 이름 지정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와 함께 치수 스타일 요소를 사용하면 새 치수 스타일을 작성하고 수정하고 다른 

도면에 복사할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치수 스타일(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 치수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새 치수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새 치수 스타일에 대한 편집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5. 치수 스타일 수정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도면에서 치수 스타일 이름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치수 스타일(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프로그램 탐색기 > 치수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차원 스타일 탐색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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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dimstyl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치수 스타일을 선택하고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할 치수 스타일 이름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할 치수 스타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명령을 완료하고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창을 닫습니다. 

치수 스타일 복사 
도면 간에 치수 스타일을 복사하여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아래 단계 외에도 치수 스타일을 선택하고 

Windows 바로 가기 키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Ctrl+A 는 모두 선택, Ctrl+X 는 잘라내기, Ctrl+C 는 복사, Ctrl+V 는 붙여넣기) 4MCAD 탐색기에서 

복사합니다. 이 바로 가기 키를 다른 모든 4MCAD Explorer 요소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치수 스타일을 복사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시작으로 하기 위해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치수 스타일(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 치수 스타일 탐색을 선택합니다. 

⚫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차원 스타일 탐색 도구를 클릭합니다. 

⚫ expdimstyl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복사할 치수 스타일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바로 가기 메뉴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4. 왼쪽 창에서 치수 스타일을 복사할 도면을 선택합니다. 

5. 해당 도면의 치수 스타일 요소를 클릭합니다. 

6. 오른쪽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 바로 가기 메뉴에서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각 도면에는 표준이라는 치수 스타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치수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지만 4MCAD 탐색기 내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룹 작업 
4MCAD Explorer 에서는 열린 도면에 존재하는 그룹(하나의 단위로 함께 저장된 객체 모음)을 관리하고, 새 

그룹을 생성하고, 그룹에 포함된 객체를 관리하고, 그룹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MCAD 에서 그룹에 대한 정보 표시 

4MCAD Explorer 에서 그룹을 표시하기 

1. 그룹 탐색기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그룹(탐색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4MCAD 탐색기 > 그룹 탐색을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그룹 탐색 도구를 클릭합니다. 

⚫ expgroup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새 그룹 생성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새 그룹을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편집> 새로 만들기> 그룹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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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CAD 탐색기 도구 모음에서 새 항목 도구를 클릭합니다. 새 그룹이 익명으로 추가됩니다. 

2. 강조 표시된 기본 문자 위에 입력하여 새 그룹의 이름을 입력하고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 도구를 클릭하여 그룹에 포함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 도구를 클릭하여 그룹에서 제거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 수 열을 클릭하고 객체 추가 또는 객체제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5. 명령을 완료하려면 창을 닫습니다. 

그룹 수정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그룹을 수정하기 

1. 탐색기에서 그룹을 선택합니다. 

2. 그룹의 이름을 바꾸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그룹을 선택하고 편집>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그룹 이름을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변경하려는 그룹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바로 가기 메뉴에서 이름 바꾸기를 

선택하고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그룹에 객체를 추가하려면 그룹을 선택하고 [+] 도구를 클릭하고 도면에서 그룹에 포함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객체 선택이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그룹에서 요소를 제거하려면 그룹을 선택하고 [-] 도구를 클릭하고 도면에서 그룹에서 제거할 

요소를 선택한 다음 요소 선택이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5. 도면에서 그룹을 선택 가능하거나 선택 불가능하게 만들려면 선택 가능을 클릭합니다. 

6. 그룹의 항목을 재정렬하려면 그룹을 선택하고 재정렬 도구를 클릭한 다음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7. 도면에서 그룹을 선택하고 그룹 목록에서 해당 그룹을 강조 표시하려면 강조 도구를 클릭하고 

원하는 그룹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목록에서 해당 그룹이 강조 표시됩니다. 

8. 명령을 완료하려면 창을 닫습니다. 

그룹 작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84 페이지의 "객체 그룹화"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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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정보 얻기 
4MCAD 는 도면의 모든 객체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저장합니다. 거리 측정 및 면적 계산 도구를 

사용하여 기존 도면과 도면요소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을 편집하는 데 소요한 시간을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개체를 따라 거리를 측정합니다. 

⚫ 거리와 각도를 측정합니다. 

⚫ 객체를 여러 개의 동일한 세그먼트로 나눕니다. 

⚫ 면적을 계산합니다. 

⚫ 도면의 객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 도면 편집에 소요된 시간을 추적합니다. 

이 섹션에 설명된 많은 기능을 사용하려면 4MCAD 를 고급 경험 수준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측정 및 분할 지정 
선, 호, 원, 폴리라인, 타원 또는 스플라인을 여러 개의 동일한 세그먼트로 나누거나 객체를 따라 특정 길이의 

간격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분할은 끊기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중심선을 따라 50 피트마다 

스테이션-포인트 표식기를 배치하거나 창의 평면도를 동일한 너비의 유리 섹션 3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측정 및 분할 이해 

측정 및 분할을 지정하려면 다음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 세그먼트의 길이는 측정 명령을 사용합니다. 

⚫ 동일한 길이의 세그먼트 수는 Divide 명령을 사용합니다. 

호, 원, 선, 폴리라인, 타원 및 스플라인을 측정하거나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명령 중 하나를 사용하여 각 

간격의 끝에 블록 또는 점 도면요소를 배치하여 세그먼트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포인트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간격의 끝으로 스냅할 수 있습니다. 점 요소의 모양은 도면 설정 

대화상자에서 제어하는 현재 점 표시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블록을 표식기로 사용하려면 블록이 현재 도면에 이미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측정하거나 분할하는 

요소에 수직으로 정렬하기 위해 블록을 회전할지 여부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객체와 정렬되지 않은 블록. 객체와 정렬된 블록. 

4MCAD 는 개체를 선택한 지점과 작업 중인 개체의 유형을 기준으로 측정 또는 분할을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객체의 경우 객체를 선택하는 데 사용한 지점과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측정이 시작됩니다. 

포인팅 이외의 방법(예: 창 또는 울타리 선택 사용)을 사용하여 측정하거나 분할할 개체를 선택하면 

측정을 시작할 끝을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객체의 측정 간격 

점 도면요소 또는 블록을 사용하여 선택한 도면요소를 따라 지정된 길이 증분 

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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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따라 간격을 측정하고 포인트 객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면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측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측정(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측정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측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측정값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세그먼트 길이를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포인팅하여 객체를 선택하면 끝에서 간격이 측정됩니다.  

객체(A)를 선택하는 지점에 가장 가깝습니다.  

블록 또는 점 요소(B) 지정된 간격으로 객체를 따라 배치됩니다. 

객체를 따라 간격을 측정하고 블록을 사용하여 표시하려면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측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측정(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측정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측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측정값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블록 삽입을 선택합니다. 

4. 마커로 삽입할 블록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프롬프트 상자에서 Yes-Align Blocks 를 선택하여 수직 정렬이 항상 객체에 수직이 되도록 블록 삽입을 

회전하거나 No-Do Not Align 을 선택하여 회전 각도가 0 인 블록의 각 복사본을 삽입합니다. 

6. 세그먼트 길이를 지정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객체를 세그먼트로 나누기 

선택한 객체를 따라 마커를 배치하여 해당 객체를 지정된 수의 동일한 길이 세그먼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점 

도면요소 또는 블록을 사용하여 세그먼트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세그먼트로 나누고 포인트 객체를 사용하여 표시하려면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측정(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나누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나누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세그먼트 수를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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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팅하여 객체를 선택하면 객체(A)를 선택한 지점과 가장 가까운 끝에서 시작하여 분할이 표시됩니다.  

블록 또는 포인트 객체(B)는 객체를 따라 배치되어 동일한 간격으로 표시됩니다. 

객체를 세그먼트로 나누고 블록을 사용하여 표시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측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측정(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나누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나누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블록 삽입을 선택합니다. 

4. 마커로 삽입할 블록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프롬프트 상자에서 Yes-Align Blocks 를 선택하여 수직 정렬이 항상 객체에 수직이 되도록 블록 

삽입을 회전하거나 No-Do Not Align 을 선택하여 회전 각도가 0 인 블록의 각 복사본을 

삽입합니다. 

6. 세그먼트 수를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면적 계산 

지정하거나 원 또는 닫힌 폴리선으로 묶는 일련의 점을 기반으로 폴리곤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결합된 요소의 면적을 결정하고 전체 결합된 면적에서 하나 이상의 요소의 면적을 

더하거나 뺄 수 있습니다. 

점으로 정의된 면적 계산 
일련의 점을 지정하여 닫힌 영역의 면적과 둘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각 점을 연결하는 직선 

세그먼트로 구성된 가상의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공간의 면적과 둘레를 계산합니다. 

지정한 점으로 정의된 면적을 계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영역(문의)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조회> 영역을 선택합니다. 

⚫ 조회 도구 모음에서 영역 도구를 클릭합니다. 

⚫ 영역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계속해서 점을 순서대로 지정하여 측정하려는 영역의 둘레를 정의합니다. 

(각 연속 점을 선택하면 결과 다각형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5. 계산을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정의한 영역의 면적과 둘레가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 

유형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다각형을 형성하는 점(A, B, C)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지역의 면적과 둘레가 계산됩니다. 

C 

 
 

B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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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개체의 면적 계산 
닫힌 객체의 면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선택한 객체 유형에 따라 객체의 둘레 또는 

둘레를 계산합니다. 

닫힌 객체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영역(문의)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조회> 영역을 선택합니다. 

⚫ 조회 도구 모음에서 영역 도구를 클릭합니다. 

⚫ 영역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한 객체의 영역 찾기를 선택합니다. 

3. 객체를 선택합니다. 

다음 유형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Area = 62.3837, Circumference = 27.9989 

결합 면적 계산 

점을 지정하거나 요소를 선택하여 여러 결합된 영역의 전체 면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계에서 객체 또는 

폴리곤의 면적을 뺄 수도 있습니다.  

결합된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면적을 추가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영역(문의)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조회> 영역을 선택합니다. 

⚫ 조회 도구 모음에서 영역 도구를 클릭합니다. 

⚫ 영역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영역 추가를 선택합니다. 

3.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첫 번째 영역을 식별합니다. 

⚫ 다각형을 정의하는 점을 지정한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영역 지정 완료를 선택합니다. 

⚫ 프롬프트 상자에서 Add Entities To Area 를 선택하고 추가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계산을 완료합니다. 

4. 명령을 완료하려면 프롬프트 상자에서 완료를 선택합니다. 

결합 면적을 계산할 때 면적을 빼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영역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조회> 영역을 선택합니다. 

⚫ 조회 도구 모음에서 영역 도구를 클릭합니다. 

⚫ 영역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영역 추가를 선택합니다. 

3.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첫 번째 영역을 식별합니다. 

⚫ 다각형을 정의하는 점을 지정한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영역 지정 완료를 선택합니다. 

⚫ 프롬프트 상자에서 Add Entities To Area 를 선택하고 추가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계산을 완료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영역 빼기를 선택합니다. 

5.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뺄 영역을 식별합니다. 

⚫ 다각형을 정의하는 점을 지정한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영역 지정 완료를 선택합니다. 

⚫ 프롬프트 상자에서 영역에서 객체 빼기를 선택하고 뺄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계산을 완료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려면 프롬프트 상자에서 완료를 선택합니다. 
 



209 

 

 

 
Area 명령을 사용하여 개스킷의 면적을 계산하려면 먼저 전체 개 

스킷의 면적(A)을 더한 다음 두 원(B 및 C)의 면적을 뺍니다. 

계산된 영역 세부 정보 보기 

객체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에 계산이 표시됩니다. 명령 모음이 표시되면 정보 

가 표시됩니다. 명령 모음이 표시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프롬프트 기록 창을 

열고 계산을 표시합니다. 다음 유형의 정보는 표시되는 정보의 예입니다 

.Entity • Add • Subtract • <First point>: Choose Add Areas Together Adding: Entity • Subtract • <First point>: Choose Add 

Entities to Area Adding area: <Select entities>: Select the first entity 

Area = 64.6259, Perimeter = 33.3049 Total length = 33.3049 

Total area = 64.6259 

 

Adding area: <Select entities>: press Enter 

 

Adding: Entity • Subtract • <First point>: Choose Subtract Areas 

 

Subtracting: Entity • Add • <First point>: Choose Subtract Entities from Area 

Subtracting area: <Select entities>: Select the first entity to subtract 

 

Area = 3.1597, Circumference = 6.3012 Total length = 27.0036 

Total area = 61.4662 
 

Subtracting area: <Select entities>: Select the second entity to subtract 

 

Area = 3.1597, Circumference = 6.3012 Total length = 20.7024 

Total area = 58.3066 

 

Subtracting area: <Select entities>: Press Enter 

 

Subtracting: Entity • Add • <First point>: Choose Done 

거리 및 각도 계산 
다음 정보를 결정하기 위해 선택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도면 단위로 측정한 점 사이의 거리. 

⚫ xy 평면에서의 각도. 

⚫ xy 평면에서 측정한 각도. 

두 점 사이의 x, y, z 거리의 변화(델타)입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 계산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정확한 점을 지정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점 사이의 거리와 각도를 계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거리를 선택합니다. 

 

B 
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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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 

E 

⚫ 리본에서 도구> 거리(조회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조회> 거리를 선택합니다. 

⚫ 조회 도구 모음에서 거리 도구를 클릭합니다. 

⚫ 거리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거리 명령을 사용하여 두 점(B) 사이의 거리(A)를 계산합니다. 

및 C) xy 평면에서의 각도(D), xy 평면에서의 각도 및 델타 

두 점 사이의 x(E), 델타 y(F) 및 델타 z 거리. 

 

계산된 거리 세부 정보 보기 

객체를 선택하면 프로그램에 계산이 표시됩니다. 명령 모음이 정보가 표시됩니다. 명령 모음이 표시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프롬프트 기록 창을 열고 계산을 표시합니다. 다음 유형의 정보는 표시되는 정보의 

예입니다. 

Distance = 13.2850, Angle in XY Plane = 31º, Angle from XY Plane = 0º Delta X = 11.3878, Delta Y = 6.8418, Delta Z = 0.0000 

 

도면에 대한 정보 표시 
다음을 포함하여 도면 및 도면에 포함된 도면요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선택한 객체에 대한 도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 현재 도면 상태. 

⚫ 도면 작업에 소요된 시간. 

이 정보는 프롬프트 기록 창과 명령 모음에 표시됩니다. 

객체에 대한 정보 표시 
선택한 객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선택한 객체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모든 목록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객체 유형. 

⚫ 도면층. 

⚫ 색깔. 

⚫ 선 종류. 

⚫ 객체의 위치(현재 사용자 좌표계[UCS]에 상대적인 xyz 좌표). 

⚫ 현재 공간(모형 탭의 모형 공간 또는 배치 탭의 도면 공간). 

⚫ 객체의 크기(정보는 객체 유형에 따라 다름). 

객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Do one of the following to choose List Entity Info ( ): 

• On the ribbon, choose Tools > List Entity Info (in Inquiry). 

• On the menu, choose Tools > Inquiry > List Entity Info. 

• On the Inquiry toolbar, click the List Entity Info tool. 

• Type list and then press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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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elect one or more entities. 

3 Press Enter. 

Use a shortcut. 

To return to the drawing window, press F2. 

다음 유형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Handle: 2C 

Current space: Model Layer: 

0 

Color: BYLAYER Linetype: 

CONTINUOUS Handle: 4C 

Current space: Model 

Center point: X= -5.8583 Y= 7.2752 Z= 0.0000 

Radius: 4.4562 

Circumference: 27.9989 Area: 

62.383y 

외부에 대한 속성 정보 표시 

참조 및 블록 

선택한 외부 참조 또는 블록에 대한 특성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목록에는 다음 정보가 

표시됩니다. 

⚫ 객체 유형 

⚫ 이름 

⚫ 색깔 

⚫ 도면층 

⚫ 선 종류 및 선 종류 축척 

⚫ 인쇄 스타일 

⚫ 선 굵기 

⚫ 재료 

⚫ 투명성 

⚫ 두께 

외부 참조 또는 블록에 대한 특성 정보를 표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블록 속성 나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Tools > 외부 참조/블록 특성 리스트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Tools > 블록> 외부 참조/블록 특성 리스트를 선택합니다. 

⚫ xlis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외부 참조 또는 블록을 선택합니다. 

도면 상태 표시 
다음을 포함하여 도면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도면 이름. 

⚫ 제한. 

⚫ 삽입 기준점. 

⚫ 스냅 및 그리드 설정. 

⚫ 현재 도면층, 색상 및 선 종류. 

⚫ 다양한 모드(채우기, 그리드, 직교, 스냅, 블립 등)에 대한 현재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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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상태를 표시하기 

고급 경험 수준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상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 도면 유틸리티 > 도면 상태를 선택하거나 도구> 도면 

상태(조회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조회 > 도면 상태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조회를 클릭한 후 도면 상태를 선택합니다. 

⚫ 상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음 유형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Current drawing name: Site Plan 

Drawing limits are: X=0.0000 Y=0.0000 Z=0.0000 X=12.0000 

Y=9.0000 Z=0.0000 

Paper space limits are: X=0.0000 Y=0.0000 Z=0.0000 X=12.0000 Y=9.0000 

Z=0.0000 

Screen width (pixels): 971 Screen 

height (pixels): 569 

Insertion base is: X=0.0000 Y=0.0000 Z=0.0000 Snap 

resolution is: X=0.5000 Y=0.5000 Z=0.0000 Grid spacing is: 

X:0.5000 Y:0.5000 Z=0.0000 Current layer: 0 

Current color: BYLAYER Current 

linetype: BYLAYER Current 

elevation: 0.0000 

Current thickness: 0.0000 Fill: on 

Grid: off Ortho: 

off Snap: off 

Blips: off Drag: 

on 

Command echo: on 

Positive angle direction: Counterclockwise Angular units: 

Decimal degrees 

Dimension units: Decimal Pick 

box height: 3 Entities in 

drawing: 288 

도면 작업에 소요된 시간 추적 

다음을 포함하여 도면 작업에 소요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도면이 작성된 날짜 및 시간. 

⚫ 도면이 가장 최근에 저장된 날짜 및 시간. 

⚫ 도면 작업에 소요된 총 시간. 

⚫ 현재 편집 세션 동안 도면 작업에 소요된 시간. 경과 시간 타이머를 켜고 끄거나 0 으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이머 정보를 표시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시간 변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시간 변수(조회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조회 > 시간 변수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조회를 클릭한 후 시간 변수를 누릅니다. 

⚫ 시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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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 켜기를 선택하여 경과된 타이머를 켜십시오. 

⚫ 타이머 끄기를 선택하여 경과된 타이머를 끕니다. 

⚫ 타이머 정보를 다시 표시하려면 타이머 표시를 선택합니다. 

⚫ 타이머 재설정을 선택하여 경과된 타이머를 0 으로 재설정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취소를 선택하여 명령을 종료합니다. 

타이머 정보를 표시할 때마다 다음 유형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The current time is Fri Dec 19 09:58:43 1997 

Drawing was created on: Wed 17 Dec 1997 at 16:17:59.8090 Drawing was last 

updated on: Thur 18 Dec 1997 at 09:58:43.3040 Total editing time: 1 2: 

35:4.2345 

Elapsed timer (on): 0 1: 21:5.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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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수정 
4MCAD 는 도면 수정을 위한 많은 편집 도구를 제공합니다. 도면 요소를 쉽게 이동, 회전 또는 늘이거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제거하고 싶을 때 몇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체의 여러 복사본을 만들고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객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범용 편집 명령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객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복잡한 객체에는 특수 명령이 

필요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객체 선택 방법과 그립을 사용하여 객체를 선택합니다. 

⚫ 객체의 속성을 변경합니다. 

⚫ 표시 순서를 이동, 회전 또는 변경하여 객체를 재정렬합니다. 

⚫ 길이를 늘리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늘리거나, 자르거나, 편집하여 객체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 객체를 분리, 결합, 분해 및 그룹화하여 객체를 분할 및 결합합니다. 

⚫ 폴리라인을 편집합니다. 

⚫ 모따기와 필렛을 생성합니다. 

객체 선택 
수정할 하나 이상의 도면요소로 구성된 선택 세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 

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선택 세트를 작성합니다. 

⚫ 먼저 명령이나 도구를 선택한 다음 객체를 선택합니다. 

⚫ 먼저 객체를 선택한 다음 명령 또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 포인팅으로 객체를 선택한 다음 그립을 사용하여 수정합니다. 

객체 선택 시기 이해 

명령을 선택하기 전이나 후에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먼저 선택 

객체를 선택한 다음 명령을 실행하면 프로그램이 선택한 객체에 즉시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명령별 

프롬프트 상자는 해당 편집 작업에 대한 추가 옵션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점에서 선택 세트를 수정하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 옵션이 있는 프롬프트 상자를 표시하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명령별 프롬프트 상자를 다시 표시하려면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하나 이상의 객체를 선택한 후 복사 또는 이동 명령과 같은 객체 수정 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객체에 적합한 객체 수정 명령이 포함된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한 다음 

메뉴에서 명령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명령 선택 

객체수정 도구나 명령을 먼저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객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표시하고 선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프롬프트 상자를 표시합니다. 개별 객체를 선택하거나 선택 창과 같은 다른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할 때 선택 세트에 추가합니다. 하나 이상의 도면요소를 선택한 후 선택 세트에서 도면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선택 세트에 도면요소 추가를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객체 수정 명령이 전체 선택세트에서 작동합니다. 

객체 선택 방법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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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선택해야 하는 명령을 선택하는 경우(예: 객체 속성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때) 프롬프트 상자에서 

선택하거나 명령에 입력하여 다음 선택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상자를 표시하지 않고 몇 가지 선택 방법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하나 이상의 객체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 객체를 클릭하여 선택한 다음 Ctrl 키를 누른 채 클릭하여 커서 아래의 객체를 순환하면서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합니다. 

⚫ 직사각형 선택 창의 반대쪽 모서리 두 개를 클릭합니다. 직사각형의 점을 정의하는 방향(왼쪽에서 

오른쪽 또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따라 생성하는 창 유형이 결정됩니다. 

객체를 클릭하여 선택 

객체를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클릭하여 선택하기 

1. 객체를 클릭합니다 

선택 창을 그려 객체 선택 

창에 포함된 객체를 포함하도록 선택 창을 그릴 수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선택 창을 만들기 

1. 도면에서 점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2. 첫 번째 점의 오른쪽을 클릭하여 도면에서 두 번째 점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A)와 두 번째(B) 점을 선택하여 창 내부. 결과 선택.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선택 창을 만들기 

1. 도면에서 점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2. 첫 번째 점의 왼쪽을 클릭하여 도면에서 두 번째 점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A)와 두 번째(B) 점을 선택                      결과 선택 

직사각형 창 외에도 다각형이나 원과 같은 다른 모양을 사용하여 선택 창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폴리곤 선택 창을 사용하여 객체를 선택하기 

1. 객체 수정 명령을 활성화합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Window Polygon 을 선택합니다. 

 

 

 

A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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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각형의 정점을 지정합니다. 

4. 다각형 선택을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폴리곤의 꼭짓점(A, B, C)을 지정하여 폴리곤 창을 만듭니다. 

울타리를 사용하여 객체 선택 

선택 울타리는 교차하는 객체를 선택하는 다중 세그먼트 선입니다. 

울타리를 사용하여 객체를 선택하기 

1. 객체 수정 명령을 활성화합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울타리를 선택합니다. 

3. 울타리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울타리를 완성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항목 선택 필터링 

선택 항목을 필터링하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항목 집합을 선택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색상과 같은 속성이 동일한 모든 객체, 프록시인 모든 객체 또는 값, 블록 이름 또는 유형이 동일한 모든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 집합에 더 많은 필터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선택 항목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속성별 객체 선택 

MCAD 를 사용하면 공통 속성에 따라 객체를 쉽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많은 객체집합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요소를 선택할 때 필터를 사용하여 색상, 도면층, 선 종류 축척, 

선 종류, 선가중치, 두께 및 폭과 같은 공통 속성에 따라 도면요소를 추가하거나 제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목록 명령을 사용하여 필터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십시오.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목록을 입력하여 도면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요소와 해당 속성을 나열합니다. 

속성 필터를 사용하여 속성별로 객체를 선택하기 

1. 객체수정 명령을 활성화하거나 select 를 입력합니다. 

2. 필터를 선택합니다. 

3. 필터 옵션을 선택합니다. 

⚫ 색상 — 선택하려는 객체의 색상을 입력합니다. 

⚫ 도면층 — 선택하려는 객체의 도면층 이름을 입력합니다. 

⚫ LinetypeScale — 선택하려는 객체의 선 종류 축척을 입력합니다. 

⚫ 선 종류 — 선택하려는 객체의 선 종류를 입력합니다. 

 
A 

 

 

 

 

C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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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가중치 - 선택하려는 도면요소의 선가중치를 입력합니다. 

⚫ 두께 - 선택하려는 객체의 두께를 입력합니다. 일부 객체에는 두께가 있지만 선, 원, 호 및 

폴리라인은 모두 두께가 있습니다. 

⚫ 너비 — 선택하려는 객체의 너비를 입력합니다. 폴리라인에만 너비가 있습니다. 

속성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층 SAMPLE Layer 1, sample Layer 2 및 SAM-PLE Layer 3 이 있는 도면은 도면층 

이름에 "SAMPLE"을 지정하면 선택 항목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SAMPLE*"을 지정하면 두 개의 

도면층이 반환되고 "*Layer*"는 모든 도면층이 반환되고 "sample*"은 하나의 도면층이 반환됩니다. 

4. 원하는 경우 필터를 사용하여 더 많은 객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선택 세트에 객체를 더 추가하려면 다른 필터 옵션을 선택합니다. 

⚫ 다음에 선택하는 필터에 따라 선택 세트에서 객체를 제거하려면 제거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에 선택 세트의 총 도면요소 수가 표시됩니다. 

5. 선택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필터를 사용하여 프록시 객체 선택 
프록시 객체는 4MCAD 가 지원하지 않는 객체 또는 사용자 지정 개체입니다. 프록시 객체가 포함된 

도면을 4MCAD 에 로드하면 일부 객체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나중에 해당 객체를 

지원하는 CAD 응용 프로그램에서 도면을 열면 객체가 다시 나타납니다. 

프록시 객체는 일반적인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선택할 수 있지만 필터를 사용하여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든 프록시를 선택하고 숨겨진 도면층에 배치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필터를 사용하여 프록시 객체를 선택하기 

1. 객체 수정 명령을 활성화하거나 select 를 입력합니다. 

2. 필터를 선택합니다. 

3. 프록시를 선택합니다. 

4. 원하는 경우 필터를 사용하여 더 많은 객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선택 세트에 객체를 더 추가하려면 다른 필터 옵션을 선택합니다. 

⚫ 다음에 선택하는 필터에 따라 선택 세트에서 객체를 제거하려면 제거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에 선택 세트의 총 도면요소 수가 표시됩니다. 

5. 선택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같은 이름의 블록 선택 
일부 도면에는 필터를 사용하여 세트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동일한 블록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록 명령을 사용하여 블록 이름을 가져옵니다.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list 를 입력하여 도면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객체와 해당 블록 이름을 나열합니다. 

블록 이름으로 객체를 선택하기 

1. 객체 수정 명령을 활성화하거나 select 를 입력합니다. 

2. 필터를 선택합니다. 

3. 차단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하려는 객체의 블록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원하는 경우 필터를 사용하여 더 많은 객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선택 세트에 객체를 더 추가하려면 다른 필터 옵션을 선택합니다. 

⚫ 다음에 선택하는 필터에 따라 선택 세트에서 객체를 제거하려면 제거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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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세트의 총 도면요소 수가 표시됩니다.) 

6. 선택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유형별 객체 선택 
유형(예: 원, 선, 문자, 속성 또는 블록 유형)에 따라 선택 세트의 도면요소를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목록 명령을 사용하여 유형 이름을 가져옵니다.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객체유형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목록을 입력하여 도면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객체 및 해당 유형을 나열합니다. 

필터 옵션을 사용하여 유형별로 객체를 선택하기 

1. 객체 수정 명령을 활성화하거나 select 를 입력합니다. 

2. 필터를 선택합니다. 

3.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하려는 객체의 유형 이름(문자열 값)을 입력합니다. 

5. 원하는 경우 필터를 사용하여 더 많은 객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선택 세트에 객체를 더 추가하려면 다른 필터 옵션을 선택합니다. 

⚫ 다음에 선택하는 필터에 따라 선택 세트에서 객체를 제거하려면 제거를 선택합니다. 

프롬프트에 선택 세트의 총 도면요소 수가 표시됩니다. 

6. 선택을 완료하려면 Enter 를 누르십시오. 

선택 창과 빠른 선택 명령을 사용하여 유형별로 객체를 선택합니다. 

selffilter 또는 qselect 를 입력하여 유형별로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값으로 객체 선택 
공통 속성 및 해당 값에 따라 선택 세트의 객체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택 세트를 

필터링하여 빨간색인 모든 도면요소를 포함하고 Dashed2 선 종류를 사용한 다음 선 종류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필터 창을 사용하여 값으로 객체를 선택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선택 필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선택 필터(디스플레이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표시> 선택 필터를 선택합니다. 

⚫ selffilt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도면층, 색상, 도면요소 유형 또는 선 종류 탭을 클릭합니다. 

선택 필터 창에는 도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면층, 색상, 도면요소 유형 및 선 종류가 

나열됩니다. 

3. On 열에서 해당 값이 있는 모든 객체를 포함하거나 제외할 해당 셀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클릭한 셀은 클릭하기 전의 상태에 따라 공백(선택이 꺼져 있음) 또는 검은색 원(선택이 켜져 

있음)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은 다른 탭에 있는 다른 값의 켜짐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탭의 켜짐 열은 다음을 나타냅니다. 

⚫ 공백 — 도면에서 해당 값을 가진 객체가 선택되지 않습니다. 

⚫ 검은색 원 - 해당 값이 있는 모든 객체가 도면에서 선택됩니다. 

⚫ 회색 원 — 도면에서 해당 값이 있는 일부 도면요소만 선택됩니다(다른 탭의 지정된 값 또는 

도면의 도면요소 선택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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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면의 모든 요소를 선택 취소하려면 클릭합니다. 

B 도면의 요소를 보고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C 선택한 탭에 따라 도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면층, 색상, 도면요소 유형 또는 선 종류를 표시합니다. 

D 해당 값이 있는 모든 객체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도록 선택을 변경하려면 클릭합니다. 

E 도면의 요소를 보고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F 도면의 요소를 보고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G 도면의 요소를 색상에 따라 보고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빠른 선택을 사용하여 값으로 객체를 선택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빠른 선택을 선택합니다. 

리본에서 홈> 빠른 선택(유틸리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빠른 선택을 선택합니다. 

⚫ 속성 창이나 디스크에 블록 저장 대화 상자에서 빠른 선택 도구를 클릭합니다. 

⚫ qselect 를 입력합니다. 

2. 적용 대상에서 선택할 항목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모든 도면요소를 고려하려면 전체 도면을 선택합니다. 선택할 도면의 일부를 

지정하려면을 클릭하고 도면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3. 항목 유형에서 선택할 항목의 유형을 지정합니다. 

4. 선택 항목에 대해 필터링할 속성, 해당 연산자 및 값을 지정합니다. 옵션 객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새 선택 집합에 포함 선택한 옵션을 충족하는 객체만 포함하는 새 선택을 만듭니다. 

⚫ 새 선택 집합에서 제외 선택한 옵션을 충족하는 객체를 제외한 모든 객체를 포함하는 새 선택 

집합을 만듭니다. 

6. 새로 선택한 객체를 현재 선택 세트에 추가하려면(빠른 선택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객체를 선택한 

경우 사용 가능) 현재 선택 세트에 추가를 표시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필터 옵션을 사용하여 값으로 객체를 선택하기 

1. 객체 수정 명령을 활성화하거나 select 를 입력합니다. 

2. 필터를 선택합니다. 

3. 값을 선택합니다. 

4. 선택하려는 객체의 값(문자열)을 입력합니다. 

5. 원하는 경우 필터를 사용하여 더 많은 객체를 추가하거나 제거합니다. 

⚫ 선택 세트에 객체를 더 추가하려면 다른 필터 옵션을 선택합니다. 

A 

 
B 

G 

F 

E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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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선택하는 필터에 따라 선택 세트에서 객체를 제거하려면 제거를 선택합니다. 

목록 명령을 사용하여 값을 가져옵니다. 

필터링에 사용할 수 있는 값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목록을 입력하여 도면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한 요소와 

해당 값을 나열합니다. 

다른 객체의 속성과 일치하는 객체 선택 

동일한 색상, 도면층, 선 종류, 선 종류 축척, 선가중치, 인쇄 스타일, 도면요소 스타일, 이름, 도면요소 

유형 또는 이러한 특성의 조합이 있는 도면의 모든 도면요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치시킬 속성이 

있는 하나 이상의 객체를 선택한 다음 검색하고 일치시킬 속성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일치하는 객체가 

선택 세트에 추가됩니다. 

선택 세트는 우선 선택을 통해 또는 이전 선택을 선택하여 다른 명령에서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객체의 하나 이상의 속성과 일치하는 객체를 선택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유사 선택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유사 선택(도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도구> 유사 선택을 선택합니다. 

⚫ selectsimila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일치시킬 속성이 있는 하나 이상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설정을 선택합니다. 

유사 설정 선택 대화 상자에서 일치시키려는 선택한 객체의 속성을 표시합니다. 

SELECTSIMILARMODE 시스템 변수는 대화상자 설정도 조정합니다. 

이 시스템 변수 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스템 변수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객체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 만들기 
재사용할 수 있는 필터를 만드는 것은 동일한 매개변수를 사용하여 항목을 정기적으로 필터링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필터는 복잡한 선택 세트에 대해서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데 사용되는 필터를 생성하기 

1. 유형 필터. 

2. 필터 선택에서 필터 목록에 대한 항목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Line to 선택 세트에 선 도면요소를 포함합니다.) 

3. 필요한 경우 항목의 매개변수를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 선 종류를 선택한 경우 선택을 클릭하여 

선 종류를 선택합니다. Line End 를 선택한 경우 x, y 및 z 좌표를 입력합니다. 

4. Click Add to List. 

5. Repeat for additional filter items, and include operators as necessary: 

⚫ AND — 하나 이상의 항목 앞에 BEGIN AND 를 추가하여 추가합니다. 항목 뒤에 BEGIN 

END 를 추가하십시오. 

⚫ OR — 하나 이상의 항목 앞에 BEGIN OR 을 추가하여 비교하고 하나만 포함합니다. 항목 

뒤에 BEGIN OR 을 추가하십시오. 

⚫ XOR — 여러 항목 앞에 BEGIN XOR 을 추가하여 제외를 지정합니다. 항목 뒤에 BEGIN 

XOR 을 추가하십시오. 

⚫ NOT — 한 항목 앞에 BEGIN NOT 을 추가하여 제외를 지정합니다. 항목 뒤에 BEGIN 

NOT 을 추가하십시오. 

6.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필터 이름을 입력합니다. 

7.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생성한 필터를 사용하여 객체를 선택하기 

1. 유형 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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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에서 원하는 필터를 선택합니다. 

3. 적용을 클릭합니다. 

 

 

A. 필터를 정의하는 매개변수를 나열합니다. 

B. 필터에 포함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C. 해당하는 경우 x, y 및 z 좌표를 입력합니다. 

D. 필터에 지정된 항목을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E. 도면에서 현재 선택한 요소를 필터에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F. 필터 목록에서 현재 선택된 라인을 현재 지정된 항목으로 교체하려면 클릭합니다. 

G. 선택한 필터 항목의 값을 지정하려면 클릭합니다. 

H. 선택한 명명된 필터를 삭제하려면 클릭합니다. 

I. 클릭하여 필터를 저장합니다. 

J. 필터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K. 이전에 저장한 필터를 선택하여 로드합니다. 

L. 클릭하면 현재 설정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M. 필터에서 모든 라인 항목을 제거하려면 클릭하십시오. 

N. 현재 선택된 라인 항목을 제거하려면 클릭하십시오. 

객체 선택 해제 
선택 세트에서 객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선택을 취소하여 선택 세트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선택 세트에서 도면요소를 제거하기 

1. Shift 키를 누른 다음 객체를 다시 선택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교차 창을 사용하여 도면요소를 선택하는 동안 Shift 키를 누르면 지정된 선택세트에서 모든 

도면요소가 제거됩니다. 

선택 세트에서 모든 도면요소를 제거하기 

1. Esc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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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사용 
편집에 그립을 사용하려면 그립을 표시할 도면요소를 선택한 다음 그립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그립을 

사용할 때 명령을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립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객체 그립 - 선택한 각 객체에 대해 표시되는 그립으로 객체를 하나씩 빠르게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선택 그립 — 전체 선택 세트에 대해 표시되는 그립으로 선택한 모든 객체를 빠르게 이동, 

축척 및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그립은 정확한 축척이나 크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개략도 도면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립 켜기 및 끄기 

그립 사용을 켜고 끌 수 있으며 그립의 크기와 색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립 설정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그리기 설정(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선택한 다음 도면 설정을 누릅니다. 

⚫ ddgrip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도면 설정 대화 상자에서 표시 탭을 클릭합니다. 

3. 그립 탭을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객체 그립 활성화 - 선택한 각 객체에 대해 별도의 그립을 활성화하려면 클릭합니다. 

⚫ 선택 그립 활성화 — 선택 세트의 모든 도면요소에 대해 하나의 그립 세트를 활성화하려면 

클릭합니다. 

⚫ 그립 크기 — 그립 크기를 지정합니다. 

⚫ 그립 색상 — 그립의 색상을 지정하려면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편집을 위해 도면요소 그립 사용 

객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 수정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개체를 선택하면 개체의 전략적 지점에 

나타나는 그립이라는 작은 사각형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선택하는 도면요소 그립은 활성 그립 유형, 수정 중인 도면요소 유형 및 수행 중인 편집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면요소 그립이 활성화된 선 도면요소를 이동하려면 중간점 그립으로 끕니다. 

선을 신축하려면 끝점 그립 중 하나를 끕니다. 그러나 선택 그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기준점 그립을 

재배치하여 선 도면요소를 이동합니다. 

도면요소 그립의 위치는 선택한 도면요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그립은 선의 끝점과 

중간점, 원의 사분점과 중심점, 호의 끝점, 중간점 및 중심에 나타납니다. 

화살표 그립은 사각형 그립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선의 화살표 그립을 사용하면 동일한 각도로 선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 끝에 있는 정사각형 그립을 사용하면 끝점, 즉 길이와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도면요소 그립을 사용하여 편집하기 

1. 객체 그립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립 켜기 및 끄기"를 참조하십시오.(35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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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면요소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그립을 표시합니다. 

3. 그립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그립을 끌어 이동합니다. 

⚫ 복사 또는 이동과 같은 명령을 선택합니다. 

⚫ 스페이스바를 눌러 객체 및 선택한 그립에 따라 복사, 이동, 회전 등과 같은 사용 가능한 명령을 

순환합니다. 

편집을 위해 선택 그립 사용 

선택 그립을 사용하면 선택한 모든 요소를 빠르게 이동, 축척 및 회전할 수 있습니다. 선택 그립은 

정확한 축척이나 크기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개략도 도면에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Windows 응용 

프로그램에서 이미지와 개체를 조작하기 위한 이 표준 인터페이스는 정밀 CAD 편집 인터페이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 그립은 도면요소 그립과 유사하지만 선택 세트의 모든 도면요소에 대해 단일 그립 세트로 

표시됩니다. 단일 블록을 선택하면 세 축 모두에 대해 균일하지 않은 축척을 위한 추가 그립이 

나타납니다. 

도면요소 그립의 위치는 선택 세트에 대해 균일합니다. 선택 세트의 모서리에 있는 그립은 축척용이고, 

하단 중앙 그립은 이동용이며, 상단 그립은 회전용이며, 중앙 그립은 회전 방향 배치용입니다. 

선택 그립 위치의 예. 회전 그립은 상단에 있고 이동 그립은 하단 중앙에 있습니다. 

선택 그립을 사용하여 편집하려면 

1. 객체 그립이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립 켜기 및 끄기"를 참조하십시오.(351 쪽) 

2. 요소를 클릭하여 선택하고 선택 그립을 표시합니다. 둘 이상 선택하는 경우 도면요소의 경우 전체 

선택 세트에 대해 단일 선택 그립 세트가 표시됩니다. 

3. 그립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4. 그립을 끌어 이동합니다. 

강조 표시된 선택한 객체 표시 
선택한 도면요소를 강조 표시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선택 집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조 표시 기능은 켜져 있습니다. 

강조 표시 기능을 켜거나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그리기 설정(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도면 설정을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보조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4. 선택 시 항목 강조 표시 확인란을 선택하거나 선택 취소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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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속성 수정 
하나 이상의 도면요소의 도면층, 두께, 선 종류, 색상 및 선 종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객체의 

유형에 따라 선의 시작점과 끝점, 원의 중심점과 반지름, 폴리라인의 꼭짓점과 같은 다른 속성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 특성 수정 

객체의 특성을 수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특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뷰> 특성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특성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누른 후 특성을 클릭합니다. 

⚫ entpro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Ctrl +1 을 누릅니다. 

⚫ 속성 창이 표시됩니다. 

2. 원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속성을 변경합니다. 

객체 속성 도구 모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 속성 도구 모음에서 도구를 클릭하여 선택한 객체의 속성을 변경합니다. 선택된 객체가 없을 때 

표시되는 객체 속성 도구 모음 설정은 새 객체를 그릴 때 새 객체의 속성을 결정합니다. 

여러 객체의 속성 수정 
선택한 모든 객체의 모든 속성을 동시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ntprop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도면층의 모든 객체를 선택한 다음 Layer 문자 상자에서 이름을 선택하기만 하면 객체를 다른 도면층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선택 명령과 속성별 선택 옵션을 사용하여 모든 파란색 객체를 선택하고 해당 

색상을녹색으로 변경합니다. 

특성 창에서 도면층, 색상, 두께, 선 두께, 선 종류, 선 종류 축척 및 인쇄 스타일(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필드에서 변경한 사항은 선택한모든 도면요소에 영향을 줍니다. 선택 세트에 

있는 단일 객체의 속성을 변경하려면 속성 창 상단의 목록에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객체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변경할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속성을 ByLayer 로 변경 
ByLayer 로 설정 명령은 선택한 객체의 속성을 ByLayer 로 설정합니다. ByLayer 로 설정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는 특성에는 색상, 선 종류, 선가중치, 재료, 인쇄 스타일 및 투명도가 포함됩니다. 

객체의 속성을 수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ByLayer 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ByLayer 로 설정(도면층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도면층 도구> ByLayer 로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면층 도구 도구 모음에서 ByLayer 로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bylay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엔터를 누릅니다. 

3. SetByLayer 설정 대화 상자에서 변경할 속성을 선택합니다. 

⚫ 색상 — 결과 객체의 Color 속성은 ByLayer 로 설정됩니다. 

⚫ 선 종류 — 결과 객체의 선 종류 속성이 ByLayer 로 설정됩니다. 

⚫ 선가중치 - 결과 객체의 선가중치 속성은 ByLayer 로 설정됩니다. 

⚫ Material — 결과 객체의 Material 속성은 ByLayer 로 설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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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 스타일 — 결과 객체의 인쇄 스타일 속성은 ByLayer 로 설정됩니다. 

⚫ 투명도 — 결과 객체의 투명도 속성이 ByLayer 로 설정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프롬프트에서 원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6. 발견된 모든 ByBlock 속성을 ByLayer 로 변경하려면 예를 선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7. 예를 선택하여 선택한 블록의 속성을 변경합니다. 블록은 잠금 해제된 도면층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요를 선택합니다. 

객체 삭제 
도면에서 요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객체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객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선택 세트를 삭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삭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삭제(수정에서)를 선택하거나 편집> 삭제(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편집> 삭제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삭제 도구를 클릭합니다. 

⚫ 삭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삭제 취소 명령을 입력하면 가장 최근에 삭제된 선택 세트가 복원됩니다. 

객체를 삭제한 후 추가로 수정한 경우 실행 취소 대신 삭제 취소를 사용하여 수정 사항을 되돌리지 않고 

해당 객체를 복원하십시오. 

Overkill 명령은 추가 객체를 한 번에 삭제합니다. 

도면에 삭제하거나 결합하려는 객체가 겹치거나 중복되어 있는 경우(예: 정점이 너무 많은 폴리라인) 

Overkill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을 정리합니다. 

객체 복사 
하나 이상의 객체를 복사하여 현재 도면 내에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면 

간에 도면요소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현재 도면 내에서 요소를 복사합니다. 

⚫ 원본에서 참조한 위치에 복사본을 만듭니다. 

⚫ 원본과 평행하게 정렬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 원본의 미러 이미지로 복사본을 만듭니다. 

⚫ 직사각형 또는 원형 패턴으로 여러 복사본을 만듭니다. 

도면 내 객체 복사 

현재 도면 내에서 객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법은 선택 세트를 작성한 다음 시작점 또는 

기준점과 끝점 또는 변위점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방향 벡터를 사용하여 여러 복사본을 만들거나 선택 

세트를 지정한 위치에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복사된 객체의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360 페이지의 "객체 배열"을 참조하십시오. 

도면의 일반 요소를 복사하는 것 외에도 블록, 외부 참조 및 언더레이에 포함된 요소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세트를 복사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복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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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편집> 복사(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복사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복사를 누릅니다. 

⚫ 복사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4.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5. 추가 사본을 배치할 삽입점을 계속 지정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끌어 항목을 복사합니다.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십시오. 

COPYMODE 시스템 변수는 여러 사본에 대한 프롬프트가 표시되는지 여부를 조정합니다. 

이동/복사/회전 명령을 사용합니다. 

단일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ㅊ를 이동, 복사, 회전 및 축척할 수 있습니다. 이동/복사/회전 익스프레스 

도구를 선택하거나 mocoro 를 입력합니다. 

블록, 외부 참조 또는 언더레이 내의 내포된 도면요소를 복사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중첩된 객체 복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중첩된 객체 복사(블록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블록> 중첩된 객체 복사를 선택합니다. 

⚫ ncopy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블록, 외부 참조 또는 언더레이 내에 내포된 요소를 선택한 다음엔터 키를 치시오. 

3.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4.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5. 추가 사본을 배치할 삽입점을 계속 지정합니다. 

6.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도면 간 복사 
클립보드를 사용하여 도면 간에 도면요소를 잘라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잘라내기는 도면에서 선택한 

요소를 제거하고 클립보드에 저장합니다. 복사하면 도면에서 선택한 객체가 복제되어 클립보드에 

배치됩니다. 

객체를 클립보드로 자르기 

1. 잘라낼 요소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잘라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잘라내기를 선택합니다(수정에서). 

⚫ 메뉴에서 편집> 잘라내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표준을 선택한 다음 잘라내기를 클릭합니다. 

⚫ cut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객체를 클립보드에 복사하려면 

1.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클립보드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클립보드로 복사(클립보드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편집> 클립보드로 복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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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도구 모음에서 클립보드로 복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 copy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는 모든 항목을 도면에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클립보드 내용을 

도면에 추가하는 형식은 클립보드의 정보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4MCAD 도면 요소를 클립보드에 복사하면 프로그램이 도면에 4MCAD 도면요소로 

붙여넣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클립보드로 항목을 복사하면 현재 도면에 포함된 ActiveX® 객체로 

붙여넣어집니다. 

클립보드에서 붙여넣으려는 형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도구> 옵션의 클립보드 탭에 있는 설정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716 페이지의 "선택 

순환 탭의 옵션 변경"을 참조하십시오. 

클립보드에서 객체를 붙여넣으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붙여넣기(클립보드에서)를 선택하거나 편집> 붙여넣기(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편집>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붙여넣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ste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클립보드 내용을 블록으로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삽입 시 클립보드 내용을 블록으로 변환하려면 pasteblock 을 입력합니다. 

공백 사이에 복사 
모형 공간에서 도면 공간으로 또는 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으로 도면요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공간 

간에 객체를 복사하려면 하나 이상의 배치 뷰포트가 있는 배치 탭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공간 

변경 명령을 사용하여 공간 간에 객체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모형 공간 및 도면 공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20 페이지의 “도면 공간 및 모형 공간 이해”을(를) 

참고하십시오. 

공간 간에 도면요소를 복사하기 

1.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세요. 

2.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공간 변경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공간 변경(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공간 변경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공간 변경 도구를 클릭합니다. 

⚫ chspac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복사를 선택합니다. 

명령 모음을 사용하는 경우 복사 옵션이 교차 선택과 혼동될 수 있습니다. 교차 선택 방법을 사용하려면 

전체 키워드 "교차"를 입력합니다. "c"를 입력하면 복사 옵션이 호출됩니다. 

병렬 복사본 만들기 
오프셋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한 요소를 복사하고 지정된 거리에서 원본 요소와 평행하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호, 원, 타원, 타원형 호, 선, 2 차원 폴리라인,광선 및 무한 선을 사용하여 평행하고 오프셋된 

요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곡선 요소의 평행 오프셋 복사본을 만들면 복사본을 배치하는 원본 요소의 면에 따라 더 크거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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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원 외부에 원의 평행 사본을 배치하면 더 큰 동심원이 생성됩니다. 원 안에 

복사본을 배치하면 더 작은 동심원이 만들어집니다. 

거리를 지정하여 평행 사본을 만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오프셋(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기본 편집>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오프셋을 누릅니다. 

⚫ offset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2. 두 점을 선택하거나 거리를 입력하여 거리를 지정합니다. 

3.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4. 병렬 복사본을 배치할 객체의 면을 지정합니다. 

5. 복사할 다른 객체를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합니다. 

한 점을 통과하는 병렬 복사본을 만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오프셋(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기본 편집>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오프셋을 누릅니다. 

⚫ offset 을 입력하고 Enter 를 누르십시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통과점을 선택합니다. 

3. 복사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4. 객체가 통과할 지점을 지정합니다. 

5. 3 단계와 4 단계를 반복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합니다. 

대칭 객체 
객체의 대칭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서 두 점을 지정하여 정의하는 대칭선을 기준으로 

요소를 대칭합니다. 원래 객체를 삭제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대칭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대칭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오프셋(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대칭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대칭을 눌러줍니다. 

⚫ Mirro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미러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미러선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5.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예, 객체 삭제 – 원래 객체를 삭제합니다. 

⚫ 아니요, 객체 유지 - 원래 객체를 유지합니다. 

항목 배열 
배열을 생성하는 패턴으로 객체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배열을 만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선형 배열 — 복사 명령을 사용하여 배열의 복사본 수와 복사본이 배치되는 선을 제어합니다. 

⚫ •직사각형 배열 — Array 명령을 사용하여 행과 열의 수를 지정하여 배열의 복사본 수를 

제어합니다. 또한 각 행과 열 사이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 •Polar(원형) 배열 — 배열을 구성하는 복사본 수와 복사본 회전 여부를 제어하려면 Array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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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 배열을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복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복사(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복사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복사를 누릅니다. 

⚫ 복사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객체를 배치할 선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4. 배열를 선택합니다. 

5. 배열의 항목 수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6. 요소를 배치할 선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배열의 첫 번째 객체가 배치될 지점입니다. 

또는 맞춤을 선택하면 배열의 마지막 요소가 배치될 지점입니다. 

7. 원하는 경우 추가 복사본을 배치할 점을 계속 지정하거나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원형 배열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배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배열(수정 중). 

⚫ 메뉴에서 수정> 배열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배열을 누릅니다. 

⚫ array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배열 대화 상자에서 극 배열을 선택합니다. 

4. 배열의 중심점을 지정하거나 클릭하여 도면에서 중심점을 선택합니다. 

5. 배열을 생성하는 데 사용되는 두 개의 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선택한 다음 두 개의 변수를 

지정합니다. 

⚫ 총 항목 수 — 원래 선택 세트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여 배열에 만들 항목수를 입력합니다. 

⚫ 채울 각도 — 채울 각도를 입력합니다(0 ~ 360 도). 각도의 기본 설정은 360 도입니다. 양수 값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열을 만듭니다. 음수 값은 시계 방향으로 배열을 만듭니다. 도면에서 

각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항목 사이의 각도 — 선 사이의 각도를 입력합니다. 기본 설정은 90 도입니다. 도면에서 각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6. 복사된 객체로 회전에서 객체를 있는 그대로 회전하려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배열될 때 각 

복사본의 원래 방향을 유지하려면 배열하거나 표시를 해제합니다. 

7. 배열의 새 기준점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더 보기를 클릭합니다. 

⚫ 항목의 기본값으로 설정 표시를 해제합니다. 

⚫ 기준점에서 배열에 사용할 새 요소 기준점을 입력하여 도면에서 기준점을 선택합니다. 

직사각형 배열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배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배열(수정 중). 

⚫ 메뉴에서 수정> 배열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배열을 누릅니다. 

⚫ array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배열 대화 상자에서 직사각형 배열을 선택합니다. 

4. 행 수와 열 수를 입력합니다. (직사각형 배열에는 최소한 두 개의 행 또는 두 개의 열이 있어야 

합니다.) 

5. 행 간격 띄우기에서 행 사이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도면에서 행과 열 간격 띄우기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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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행 간격 띄우기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기둥 간격 띄우기에서 기둥 사이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도면에서 행과 열 간격 띄우기를 동시에 

지정하여 열 간격 띄우기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7. 배열 각도에 배열을 회전할 각도를 입력하여 클릭하여 도면에서 직접 각도를 선택합니다. 

객체 재정렬 
하나 이상의 요소를 이동할 수 있으며 지정된 점을 중심으로 요소를 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겹치는 객체가 있는 

경우 표시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 이동 
현재 도면 내에서 또는 한 도면에서 다른 도면으로 객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법은 선택 세트를 

작성한 다음 시작점 또는 기준점과 끝점 또는 변위점을 지정하여 도면요소의 재배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방향 벡터를 사용하여 객체를 재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 세트를 이동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동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이동(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이동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이동을 누릅니다. 

⚫ 이동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4. 변위점을 지정합니다. 

이동/복사/회전 명령을 사용합니다. 

단일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객체를 이동, 복사, 회전 및 축척할 수 있습니다. 이동/복사/회전 익스프레스 

도구를 선택하거나 mocoro 를 입력합니다. 

그립을 사용하여 도면요소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립을 사용하여 객체를 이동하려면 그립을 표시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그립을 클릭하고 끕니다. 선택하는 그립은 수정하는 도면요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선 도면요소를 이동하려면 중간점 그립을 선택합니다. 호, 원 또는 타원과 같은 곡선 요소를 

이동하려면 중심점 그립을 선택합니다. 그립을 사용하여 모든 도면요소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립을 사용하여 도면요소를 이동하기 

1. 객체를 선택합니다. 

2. 그립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3. 객체를 재배치할 위치로 끕니다. 

4. 해제하려면 클릭합니다. 

공간 간 객체 이동 
모형 공간에서 도면 공간으로 또는 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으로 도면요소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공간 

간에 객체를 이동하려면 하나 이상의 배치 뷰포트가 있는 배치 탭을 보고 있어야 합니다. 동일한 공간 

변경 명령을 사용하여 공간 간에 객체를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모형 공간 및 도면 공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0 페이지의 “도면 공간 및 모형 공간 이해”을(를) 

참고하십시오. 

공간 간에 도면요소를 이동하기 

1.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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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동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공간 변경(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공간 변경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공간 변경을 누릅니다. 

⚫ chspac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이동을 선택합니다. 

회전 객체 
지정된 회전 각도 또는 기준 각도를 참조하는 각도로 지정된 점을 중심으로 요소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방법은 현재 방향에서 상대적 회전 각도를 사용하여 객체를 회전합니다. 

선택 세트를 회전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회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회전(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회전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다음 회전을 누릅니다. 

⚫ 회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회전점을 지정합니다. 

4. 원하는 경우 복사를 선택하여 선택한 객체의 복사본을 회전합니다. 

5.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기준 각도를 기준으로 선택 세트를 회전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회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회전(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회전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다음 회전을 누릅니다. 

⚫ 회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회전점을 지정합니다. 

4. 원하는 경우 복사를 선택하여 선택한 객체의 복사본을 회전합니다. 

5. 프롬프트 상자에서 기본 각도를 선택합니다. 

6. 기준 각도를 지정한 다음 새 각도를 지정합니다. 

객체를 회전하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단일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요소를 이동, 복사 및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동/복사/회전 익스프레스 

도구를 선택하거나 mocoro 를 입력합니다. 

가장 읽기 쉬운 회전을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옵션이 있는 Express 도구를 사용하여 한 줄 문자, 여러 줄 

문자, 속성 정의 및 블록 속성 문자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문자 회전 표현 도구를 선택하거나 torient 를 

입력합니다. 

객체 재정렬 
여러 객체가 겹칠 경우 표시 및 인쇄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다른 객체의 앞, 뒤로 또는 위나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다른 모든 요소 뒤에 그려지고 인쇄될 해치의 그리기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재정렬하려면 다음을 수행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그리기 순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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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편집> 그리기 순서(그리기 순서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순서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선택한 후 그리기 순서를 누릅니다. 

⚫ draworder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재정렬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새 도면 순서를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위 또는 아래로 재정렬하는 경우 첫 번째 객체를 위 또는 아래에 배치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SORTENTS 시스템 변수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SORTENTS 시스템 변수가 자동으로 켜지므로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해치를 뒤쪽으로 재정렬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확장기 수정>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그리기 순서 도구에서)를 선택하거나 편집>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그리기 순서>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그리기 순서 - 주석 도구 모음에서 해치를 맨 뒤로 보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Hatchtoback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영향을 받는 해치 수가 명령 모음에 보고됩니다. 

객체 크기 조정 
길이를 늘리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늘리거나, 자르거나, 편집하여 객체 또는 객체 집합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 객체 
객체를 늘려 객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요소를 늘일 때 교차 창 또는 교차 다각형을 사용하여 

요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변위 거리를 지정하거나 기준점과 변위 점을 선택합니다. 창 또는 

다각형 경계를 가로지르는 객체는 늘어납니다. 교차 창 또는 교차 다각형 내에 완전히 있는 항목은 단순히 

이동됩니다. 

객체를 늘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신축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신축(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신축을 선택합니다. 

⚫ stretch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교차 창 또는 교차 다각형을 선택합니다. 

3.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5. 변위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그립을 사용하여 도면요소를 신축하려면 해당 그립을 표시하도록 선택한 다음 활성 그립으로 만들 그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기준점이 됩니다. 그런 다음 활성 그립을 새 위치로 이동합니다. 선택하는 그립은 

수정하는 도면요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의 한 모서리를 늘리려면 모서리 점 그립을 

선택합니다. 선을 신축하려면 끝점 그립을 선택합니다. 그립을 사용하여 모든 도면요소를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립을 사용하여 요소를 늘리기 

1. 요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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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립을 클릭하여 활성화합니다. 

3. 그립을 끕니다. 

4. 해제하려면 클릭합니다. 

확장 객체 
기준점을 기준으로 크기를 조정하여 선택한 요소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 단위를 

기준으로 축척 비율로 사용되는 기준점과 길이를 지정하거나 축척 비율을 지정하여 객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객체의 현재 길이와 새 길이를 지정하여 기본 축척 비율을 참조하는 축척 비율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축척 비율로 선택 세트를 축척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축적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배율 조정(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축적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마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축적을 누릅니다. 

⚫ scal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4. 배율을 지정합니다. 

그립을 사용하여 일부 도면요소의 축척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요소를 축척하려면 도면요소를 

선택한 다음 그립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그립을 이동하여 도면요소의 크기를 변경합니다. 선택하는 

그립은 수정하는 도면요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원의 축척을 조정하려면 사분면 점 그립을 

선택합니다 

그립을 사용하여 도면요소를 축척하기 

1. 객체를 선택합니다. 

2. 그립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3. 그립을 끕니다. 

4. 해제하려면 클릭합니다. 

이동/복사/회전 명령을 사용합니다.. 

단일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객체를 이동, 복사, 회전 및 축척할 수 있습니다. 

이동/복사/회전 익스프레스 도구를 선택하거나 MOCORO 를 입력합니다. 

scale Text 익스프레스 도구를 사용하거나 SCALETEXT 를 입력하여 문자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객체 연장 
다른 객체에 의해 정의된 경계에서 끝나도록 객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경계 모서리와 교차하는 

지점까지 객체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확장할 때 먼저 경계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연장할 객체를 

지정하고 펜스 선택 방법 또는 투영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합니다. 

호, 선, 2 차원 폴리선 및 광선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의 호, 원, 타원, 선, 스플라인, 폴리라인, 

광선, 무한선 및 뷰포트는 경계 가장자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연장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연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연장(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연장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연장을 누릅니다. 

⚫ extend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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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 모서리로 하나 이상의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확장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4. 확장할 다른 도면요소를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합니다. 

도면요소를 암시적 경계까지 연장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연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연장(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연장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연장을 누릅니다. 

⚫ extend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하나 이상의 경계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엣지 모드를 선택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확장을 선택합니다. 

5. 확장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6. 확장할 다른 도면요소를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합니다. 

울타리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객체를 연장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연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연장(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연장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연장을 누릅니다. 

⚫ extend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하나 이상의 경계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울타리를 선택합니다. 

4. 울타리의 첫 번째 지점을 지정합니다. 

5. 울타리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6. 다음 울타리 지점을 지정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합니다. 

넓은 폴리선을 연장하면 중심선이 경계 모서리와 교차합니다. 폴리라인의 끝은 항상 90 도 각도로 

절단되기 때문에 폴리라인의 일부가 경계 가장자리를 지나 확장될 수 있습니다. 테이퍼 된 폴리선은 경계 

모서리와 교차할 때까지 계속 테이퍼 됩니다. 이로 인해 음수 폴리라인 너비가 발생하면 끝 너비가 0 으로 

변경됩니다. 

잘린 객체 
다른 요소에 의해 정의된 하나 이상의 암시적 절단 모서리에서 끝나도록 요소를 자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소가 암시된 절삭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요소를 자를 수 있습니다. 객체를 자를 때 먼저 절단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 자를 객체를 지정하여 한 번에 하나씩 선택하거나 울타리 선택 방법을 사용합니다. 

호, 원, 선을 자르고 2 차원 및 3 차원 폴리선과 광선을 열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의 호, 원, 선, 폴리라인, 

광선, 무한선 및 뷰포트는 절단 모서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객체는 절삭날이 될 수도 있고 잘리는 객체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자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자르기(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자르기를 누릅니다. 

⚫ tr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절단 모서리를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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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르기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4. 자르기 할 다른 객체를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합니다. 

도면요소를 암시적 경계로 자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자르기(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자르기를 누릅니다. 

⚫ tr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절단 모서리를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엣지 모드를 선택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확장을 선택합니다. 

5. 자르기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6. 자르기 할 다른 객체를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합니다. 

울타리 선택 방법을 사용하여 여러 객체를 자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자르기(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자르기를 누릅니다. 

⚫ tr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절단 모서리를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울타리를 선택합니다. 

4. 울타리의 첫 번째 지점을 지정합니다. 

5. 울타리의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6. 다음 울타리 지점을 지정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명령을 완료합니다. 

요소의 길이나 호의 포함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의 길이를 변경하려면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십시오. 

⚫ 끝점이나 각도를 동적으로 끕니다. 

⚫ 끝점에서 측정된 증분 길이 또는 각도를 지정합니다. 

⚫ 새 길이를 전체 길이 또는 각도의 백분율로 지정합니다. 

⚫ 새 길이 또는 사이각을 지정합니다. 

호, 선 및 열린 폴리선의 길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하여 객체의 길이를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길이 조정( )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길이 조정(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길이 조정을 선택합니다. 

⚫ editle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동적을 선택합니다. 

3. 변경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4. 새 끝점이나 끼인각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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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분할 및 결합 
다음 방법을 사용하여 객체를 분리하고 결합할 수 있습니다. 

⚫ 나누기 — 단일 객체를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프로세스에서 객체의 일부를 제거합니다. 

⚫ 조인 - 두 객체를 단일 객체로 결합합니다. 

⚫ 분해 — 블록이나 폴리라인과 같은 복잡한 객체를 다양한 구성 요소로 분리합니다. 

⚫ 그룹 - 여러 객체를 결합하여 단일 단위로 작동합니다. 

끊긴 객체 
호, 원, 타원, 선, 폴리라인, 광선 및 무한 선을 끊을 수 있습니다. 객체를 끊을 때 끊을 두 점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객체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점이 첫 번째 중단점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옵션을 

사용하여 객체를 선택하는 것과 다른 중단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끊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끊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나누기를 선택합니다(수정에서). 

⚫ 메뉴에서 수정>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끊기를 누릅니다. 

⚫ break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두 번째 중단점을 지정합니다. 

객체를 선택한 다음 두 개의 중단점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끊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나누기를 선택합니다(수정에서). 

⚫ 메뉴에서 수정> 나누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끊기를 누릅니다. 

⚫ break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먼저를 선택합니다. 

4. 첫 번째 중단점을 지정합니다. 

5. 두 번째 중단점을 지정합니다. 

객체의 일부를 제거하지 않고 객체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단점을 지정하는 대신 기호(@)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첫 번째 및 두 번째 

중단점에 대해 동일한 지점을 지정합니다. 

객체 결합 

두 객체를 단일 객체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선 또는 두 개의 호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두 선은 

평행해야 합니다. 두 호는 동일한 중심점과 반지름을 공유해야 합니다. 

두 선을 연결하면 가장 먼 끝점이 기존 위치에 유지됩니다. 프로그램은 이 점들 사이에 새로운 선을 

그립니다. 호는 선택한 첫 번째 호에서 두 번째 호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결합됩니다. 

두 객체를 결합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결합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결합(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연결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결합을 선택합니다. 

⚫ joi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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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 번째 호 또는 선을 선택합니다. 

3. 두 번째 호 또는 선을 선택합니다. 

Overkill 명령은 객체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결합하려는 도면에 겹치거나 중복된 도면요소가 있는 경우(예: 너무 많은 정점이 있는 폴리라인) Overkill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분해된 객체 
블록이나 폴리라인과 같은 복잡한 요소를 단일 요소에서 구성 요소 부분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 직사각형, 도넛, 폴리곤, 치수 또는 지시선을 분해하면 개별 선 및 호 객체 모음으로 축소되어 

개별적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은 원래 객체를 구성하는 다른 중첩 블록을 포함하여 개별 객체로 

변환됩니다. 블록을 분해할 때 속성 분해 명령을 사용하여 블록을 그룹 해제하고 각요소에 대해 별도의 

객체를 생성하고 속성을 문자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분해된 개체는 원래 개체의 도면층이 아닌 블록 

도면층에 배치되고 분해된 속성은 원래 속성의 도면층에 배치됩니다. 속성 분해 명령은 속성이 있는 

블록을 분해하고 속성 및 문자에 대해 동일한 시각적 모양을 유지하려는 경우 가장 잘 사용됩니다. 그러나 

블록을 분해하여 블록 정의를 수정하고 재정의하려면 속성 분해가 아닌 분해 명령을 사용해야 합니다. 

문자 분해 명령을 사용하여 여러 줄 문자 또는 한 줄 문자를 분해하면 문자가 폴리라인으로 줄어듭니다.  

다음을 제외하고 객체 분해는 일반적으로 도면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원래 폴리라인에 너비가 있는 경우 이를 분해하면 너비 정보가 손실됩니다. 결과 선과 호는 원래 

폴리선의 중심선을 따릅니다. 

⚫ 속성이 포함된 블록을 분해하면 속성이 손실되지만 원래 속성 정의는 유지됩니다. 

⚫ BYBLOCK 에 할당된 색상, 선 종류, 선가중치 및 인쇄 스타일은 다른 블록에 삽입될 때까지 기본 

색상, 선 종류, 선가중치 및 인쇄 스타일을 채택하기 때문에 도면요소를 분해한 후 다를 수 

있습니다. 

객체를 분해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분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분해(수정에서)를 선택하거나 편집> 분해(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분해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분해를 누릅니다. 

⚫ 폭발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분해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3. 입력을 누릅니다 

여러 줄 문자 또는 한 줄 문자를 분해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분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Tool> 문자(문자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Tool> 문자 > 문자 분해를 선택합니다. 

⚫ txtexp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분해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3. 입력을 누릅니다. 

블록 및 해당 속성을 분해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속성 분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Tool> 속성 분해(블록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Tool> 블록> 속성 분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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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s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분해할 속성이 있는 블록을 선택합니다. 

3. 입력을 누릅니다. 

객체를 분해하고 결과 객체의 속성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분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Xplode(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Xplode 를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Xplode 도구를 클릭합니다. 

⚫ xplod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분해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3. 옵션을 선택합니다. 

⚫ 모두 — 사용 가능한 모든 속성(색상, 도면층, 선 종류 및 선가중치)을 지정하라는 프롬프트를 

표시합니다. 

⚫ 색상 — 색상을 입력합니다. 인덱스 컬러, 트루 컬러 또는 컬러북의 컬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도면층 — 결과 객체의 도면층를 입력합니다. 

⚫ LType — 결과 객체의 선 종류를 입력합니다. 

⚫ LWeight - 결과 도면요소의 선가중치를 입력합니다. 

⚫ 상속 — 하위 도면요소 도면층이 0 이고 다른 속성이 BYBLOCK 인 경우 선택한 도면요소를 

분해하고 동일한 색상, 도면층, 선 종류 및 선가중치 속성을 상위 도면요소와 같은 하위 

도면요소에 할당합니다. 

⚫ 분해 — 분해 명령과 동일한 방식으로 선택한 객체를 분해합니다. 

객체 그룹화 
그룹은 하나의 단위로 함께 저장된 객체의 모음입니다. 그룹에 속한 항목을 선택한 후 나중에 항목을 더 

추가하고 항목을 제거하고 항목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객체를 그룹 

해제하여 객체와 별도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룹 만들기 

그룹을 생성할 때 그룹 이름과 설명을 입력한 다음 그룹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룹을 만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그룹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그룹(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그룹(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선택한 다음 그룹을 누릅니다. 

⚫ gro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새 그룹 생성에서 그룹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3. 선택 시 그룹의 모든 객체가 선택되도록 하려면 선택 가능을 클릭합니다. 

4. 객체 선택 및 그룹 생성을 클릭합니다. 

5. 그룹의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6. 그룹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룹을 사용하여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할 때 명령 모음에 그룹 이름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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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수정 
그룹 수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그룹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그룹(유틸리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그룹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그룹을 누릅니다. 

⚫ gro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수정할 그룹을 선택하세요. 

3. [선택한 그룹 수정]에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합니다. 

⚫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그룹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 새 설명을 입력한 다음 그룹 설명 변경을 클릭합니다. 

⚫ 도면에서 그룹을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그룹에 객체 추가를 클릭하고 그룹에 추가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그룹에서 객체 제거를 클릭하고 그룹에서 제거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그룹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룹의 객체 순서를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그룹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그룹(유틸리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그룹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그룹을 누릅니다. 

⚫ gro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선택한 그룹 수정에서 객체 재정렬을 클릭합니다. 

3. 그룹화된 객체 재정렬 대화 상자에서 재정렬할 그룹을 선택합니다. 

4. 그룹의 항목 순서를 보려면 강조 표시를 클릭합니다. 

5. 그룹에 있는 모든 항목의 순서를 반대로 하려면 역순을 클릭합니다. 

6. 특정 객체 또는 객체 범위의 순서를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위치에서 제거에 객체의 현재 위치를 입력합니다. 

⚫ 배치할 위치에 객체의 새 위치를 입력합니다. 

⚫ 객체 수에 재정렬할 객체 수 또는 객체 범위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객체만 순서를 

변경하는 경우 1 을 입력합니다. 

⚫ 재정렬을 클릭합니다. 

⚫ 그룹의 객체에는 0, 1, 2, 3 등의 번호가 지정됩니다. 

7. 확인을 클릭한 다음 다시 확인을 클릭합니다. 

객체그룹 해제 

객체의 그룹을 해제하면 객체는 도면에 남아 있지만 그룹은 도면에서 삭제됩니다. 

객체를 그룹 해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그룹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그룹(유틸리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그룹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그룹을 누릅니다. 

⚫ gro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삭제할 그룹을 선택하세요. 

3. 선택한 그룹 수정에서 객체 그룹 해제를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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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라인 편집 
모든 유형의 2 차원 또는 3 차원 폴리선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다각형 및 도넛과 같은 요소와 

피라미드, 원통 및 구와 같은 3 차원 요소는 모두 편집할 수 있는 폴리라인의 변형입니다. 

폴리라인을 열거나 닫고, 전체 너비 또는 개별 세그먼트의 너비를 변경하고, 직선 세그먼트가 있는 폴리라인을 

흐르는 곡선 또는 스플라인의 근사값으로 변환하여 폴리라인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라인 편집 

도구를 사용하여 개별 정점을 편집하여 정점을 추가, 제거 또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 폴리선에 새 

세그먼트를 추가하고, 폴리선의 선 종류를 변경하고, 정점의 방향이나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객체를 폴리선으로 변환 
폴리선을 수정하려면 먼저 폴리선을 선택한 다음 폴리선편집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옵션은 

선택한 폴리선이 2 차원 또는 3 차원 도면요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선택한 객체가 폴리선이 아닌 경우 

폴리선 편집 도구는 폴리선으로 변환하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호와 선만 폴리선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호 또는 선이 끝점에서 끝점으로 결합된 경우 모두 선택되어 하나의 폴리선으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도면요소를 폴리선으로 변환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선 편집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폴리선 편집(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폴리선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폴리선 편집을 누릅니다. 

⚫ editplin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Yes-Turn Into Polyline 을 선택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폴리선 열기 및 닫기 
폴리선을 닫으면 프로그램은 폴리선의 마지막 정점에서 첫 번째 정점까지 직선 폴리선 세그먼트를 

그립니다. 폴리선을 열면 닫는 세그먼트가 제거됩니다. 편집할 폴리선을 선택하면 선택한 폴리선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에 따라 프롬프트 상자에 열기 또는 닫기 옵션이 표시됩니다. 

열린 폴리선을 닫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라인 편집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폴리선 편집(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폴리선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폴리선 편집을 누릅니다. 

⚫ editplin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닫기를 선택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폴리선 커브 및 디커빙 
맞춤 또는 스플라인 옵션을 사용하여 다중 세그먼트 폴리선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맞춤 옵션은 모든 정점을 연결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만듭니다. 스플라인 옵션은 정점 쪽으로 당겨지지만 

첫 번째 정점과 마지막 정점만 통과하는 부드러운 곡선을 계산합니다. Decurve 옵션은 꼭지점 사이에 

직선 세그먼트를 남겨두고 맞춤 또는 스플라인 곡선과 호를 제거합니다. 

곡선을 폴리선에 맞추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선 편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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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편집> 폴리라인 편집(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폴리라인 편집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폴리라인 편집 도구를 클릭합니다. 

⚫ editplin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맞춤을 선택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폴리선 결합 
기존의 열린 폴리선에 호, 선 또는 폴리선 요소를 추가하여 하나의 연속적인 폴리선 요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폴리선에 결합하려면 해당 객체가 이미 선택한 폴리선의 끝 정점과 끝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객체를 폴리라인에 결합할 때 새 폴리라인 세그먼트의 너비는 원래 폴리라인의 너비와 결합하려는 객체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선 또는 호는 결합되는 끝 정점에 대한 폴리선 세그먼트와 동일한 너비를 가정합니다. 

⚫ 테이퍼된 폴리라인에 결합된 폴리선은 자체 너비 값을 유지합니다. 

⚫ 폭이 균일한 폴리선에 결합된 폴리선은 결합되는 폴리라인의 폭을 가정합니다. 

호, 선 또는 폴리라인을 기존 폴리라인에 결합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선 편집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폴리라인 편집(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폴리라인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폴리선 편집을 누릅니다. 

⚫ editplin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참여를 선택합니다. 

4. 결합할 호, 선 또는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5.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폴리선 너비 변경 
전체 폴리선의 너비를 변경하여 전체 객체에 균일한 너비를 적용하거나 전체 길이를 따라 폴리선을 

균일하게 테이퍼링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폴리선에 균일한 폭을 적용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라인 편집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폴리라인 편집(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폴리라인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폴리선 편집을 누릅니다. 

⚫ editplin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너비를 선택합니다. 

4. 새 폴리선 너비를 지정합니다. 

5.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폴리선의 길이를 따라 균일하게 테이퍼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선 편집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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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편집> 폴리선 편집(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폴리선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폴리선 편집을 누릅니다. 

⚫ editplin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테이퍼를 선택합니다. 

4. 시작 너비를 지정합니다. 

5. 끝 너비를 지정합니다. 

6.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완료를 선택하여 완료 

폴리선 정점 편집 
정점 편집 옵션을 사용하여 개별 폴리선 정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이 특수 

정점 편집 모드로 전환하고 첫 번째 정점에 x 를배치합니다. x 는 편집 중인 정점을 나타냅니다. 다음 및 

이전 옵션은 x 를 다음 또는 이전 정점으로 이동합니다. 한 번에 하나의 정점만 편집할 수 있습니다. 

정점을 편집할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폴리라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접각을 지정하여 폴리선 세그먼트를 곡선으로 변환합니다. 

⚫ 폴리선을 두 개의 개별 폴리선으로 나눕니다. 

⚫ 현재 정점 뒤에 새 정점을 삽입합니다. 

⚫ 현재 정점을 이동합니다. 

⚫ 두 정점 사이의 폴리선 세그먼트를 곧게 만듭니다. 

⚫ 두 정점 사이의 폴리선 세그먼트 너비를 변경합니다. 

폴리선 정점을 이동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라인 편집( )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폴리선 편집(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폴리선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폴리선 편집을 누릅니다. 

⚫ editplin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정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음 정점을 선택합니다. 

5. 프롬프트 상자에서 이동을 선택합니다. 

6. 정점의 새 위치를 지정합니다. 

7.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종료를 선택하여 정점 편집을 중지합니다. 

8.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개별 폴리선 세그먼트의 폭을 테이퍼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라인 편집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폴리선 편집(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폴리선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폴리선 편집을 누릅니다. 

⚫ editplin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정점 편집을 선택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음 정점을 선택합니다. 

5. 프롬프트 상자에서 너비를 선택합니다. 

6. 시작 너비를 지정합니다. 

7. 끝 너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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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종료를 선택하여 정점 편집을 중지합니다. 

9.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른 옵션을 선택하거나 완료를 선택하여 명령을 완료합니다. 

객체 모따기 및 필렛 
객체를 모따기하거나 모깎기할 수 있습니다. 모따기는 평행하지 않은 두 객체를 선으로 연결하여 경사진 

모서리를 만듭니다. 필렛은 지정된 반지름의 호를사용하여 두 요소를 연결하여 둥근 모서리를 생성합니다. 

작업 중인 두 요소가같은 도면층에 있는 경우 모따기 또는 모깎기가 해당 도면층에 그려집니다. 다른 도면층에 

있는 경우 모따기 또는 모깎기가 현재 도면층에 그려집니다. 

모따기 및 필렛 설정 수정 
도면 설정 대화상자의 모따기/모깎기 설정은 모따기 및 필렛 설정을 제어합니다. 모따기 또는 필렛 너머로 

확장되는 객체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따기 또는 필렛을 생성할 때 삭제됩니다. 그러나 대화 상자에서 

설정을 변경하여 이러한원래 객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따기 및 필렛 설정을 수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그리기 설정(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도구를 선택한 다음 도면 설정을 누릅니다. 

⚫ 설정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도면 설정 대화 상자에서 도면요소 수정 탭을 클릭합니다. 

3. 모따기/필렛 탭을 클릭하고 다음 중에서 선택합니다. 

⚫ 모서리 — 모따기 또는 필렛 너머로 확장되는 객체 부분을 제거하거나 유지하려면 선택합니다. 

⚫ 필렛 반경 — 필렛 반경을 지정하거나 선택을 클릭하여 도면에서 두 점을 선택하여 지정합니다. 

⚫ 모따기 거리 및 각도 — 모따기를 생성할 때 거리-거리 방법 또는 거리-각도 방법을 사용하도록 

선택합니다. 거리-거리 방법은 지정한 두 개의 모따기 거리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생성합니다. 

거리 각도 방법은 지정한모따기 길이와 각도를 사용하여 모따기를 생성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모따기 객체 
두 개의 비평행 객체를 연장하거나 트리밍한 다음 선으로 결합하여 경사진 모서리를 생성하여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선, 폴리선, 광선 및 무한 선을 모따기할수 있습니다. 모따기를 생성할 때 교차점에서 요소를 

다시 자를 거리를 지정하거나(distance-distance 방법) 첫 번째 요소를 따라 모따기가 형성하는 각도와 

모따기의 길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distance-angle 방법). 

폴리선을 모따기할 때 선택한 두 폴리선 세그먼트 사이의 여러 세그먼트를 모따기하거나 전체 폴리선을 

모따기할 수 있습니다. 

거리-거리 방법을 사용하여 두 요소 모따기 

거리-거리 방법을 사용하여 두 요소를 모따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수정> 모따기(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모따기를 누릅니다. 

⚫ chamfer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모따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3. 도면 설정 대화 상자에서 도면요소 수정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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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모따기 거리 및 각도에서 거리-거리를 클릭합니다. 

5. 모따기 거리 및 각도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모따기를 지정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8.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거리 각도 방법을 사용하여 두 요소 모따기 

거리 각도 방법을 사용하여 두 요소를 모따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수정> 모따기(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모따기를 누릅니다. 

⚫ chamfer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모따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3. 도면 설정 대화 상자에서 도면요소 수정 탭을 클릭합니다. 

4. 모따기 거리 및 각도에서 거리-각도를 클릭합니다. 

5. 모따기 거리 및 각도에서 모따기 거리와 각도를 지정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8.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폴리선의 모든 정점 모따기 

폴리선의 모든 정점을 모따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모따기(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수정> 모따기(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모따기를 누릅니다. 

⚫ chamfer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3.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폴리라인에서 선택한 정점 모따기 

폴리선에서 선택한 정점을 모따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모따기(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수정> 모따기(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모따기를 누릅니다. 

⚫ chamfer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모따기를 시작할 세그먼트를 따라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3. 모따기를 끝낼 세그먼트를 따라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필렛 객체 
지정된 반지름의 호로 두 요소를 연결하여 둥근 모서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 세그먼트, 직선 

폴리라인 세그먼트, 호, 원, 광선 및 무한 선의 쌍을 모깎기할 수 있습니다. 평행선, 광선 및 무한선을 

모깎기할 수도 있습니다. 폴리라인을 필렛할 때 선택한 두 세그먼트 사이에 여러 세그먼트를 필렛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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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폴리라인을 필렛할 수 있습니다. 

두 객체 필렛 

두 객체를 필렛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필렛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수정> 필렛(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필렛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선택한 후 필렛을 누릅니다. 

⚫ 필렛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필렛 설정을 선택합니다. 

3. 도면 설정 대화 상자에서 모깎기 반지름을 지정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6. 두 번째 객체를 선택합니다. 

전체 폴리선 필렛 

전체 폴리선을 모깎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필렛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수정> 필렛(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필렛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필렛을 누릅니다. 

⚫ 필렛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3. 폴리라인을 선택합니다. 

 

폴리선에서 선택한 정점 필렛 

폴리선에서 선택한 정점을 모깎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필렛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수정> 필렛(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필렛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필렛을 누릅니다. 

⚫ 필렛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필렛을 시작할 세그먼트를 따라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3. 필렛을 끝내려는 세그먼트를 따라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원과 호를 모깎기할 때 객체 사이에 둘 이상의 필렛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는 지점에 따라 필렛이 결정됩니다. 

평행선, 광선 및 무한선을 필렛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객체는 선 또는 광선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객체는 

선, 광선 또는 무한 선일 수 있습니다. 필렛 호의 지름은 항상 평행 요소 사이의 거리와 같습니다. 현재 

모깎기 반지름은 무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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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작업 
도면에 문자를 삽입하고 모양을 제어하여 4MCAD 도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호를 따라 문자 줄을 생성합니다. 

⚫ 단락을 만듭니다. 

⚫ 문자 스타일을 만듭니다. 

⚫ 문자 서식을 지정합니다. 

⚫ 줄 문자와 단락 문자를 변경합니다. 

⚫ 줄 문자를 단락 문자로 변환합니다. 

⚫ 문자의 철자를 확인합니다. 

⚫ 대체 문자 편집기를 사용합니다. 

⚫ 다른 언어로 작성된 문자 작업. 

문자 줄 생성 
가장 일반적으로 문자 라인은 단일 라인 문자 객체를 생성하는 Text 명령을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Arc-

Aligned Text 명령을 사용하여 호를 따라 문자 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문자 줄 만들기 
한 줄 문자를 만들 때 Enter 키를 눌러 문자의 각 줄을 끝냅니다. 각 문자 줄은 수정할 수 있는 별도의 

객체로 생성됩니다. 

문자 줄을 만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문자(주석에서)를 선택하거나 주석> 문자(문자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문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한 다음 문자를 누릅니다. 

⚫ 문자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문자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3. 문자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4. 문자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5. 문자를 입력한 다음 각 줄의 끝에서 Enter 키를 누릅니다.  

6.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다시 누릅니다. 

이미 문자를 만든 경우 이전 문자 바로 아래에 새 문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삽입> 문자를 선택합니다. 삽입점을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새 문자는 이전 

문자와 동일한 높이와 회전 각도를 유지합니다. 

호를 따라 한 줄의 문자 만들기 
호를 따라 배치된 한 줄의 문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호 정렬 문자는 고유한 특수 유형의 문자 객체입니다. 

한 줄 문자 객체와 정확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호를 따라 문자 줄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호-정렬 문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호-정렬 문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문자 > 호-정렬 문자를 선택합니다. 

⚫ arctex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를 정렬할 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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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자에 text 를 입력합니다. 

4. 호 정렬된 문자 옵션을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중행 문자 만들기 
다중행 문자는 지정한 경계 너비에 맞는 하나 이상의 문자 줄 또는 다중행으로 구성됩니다. 생성하는 각 다중행 

문자 객체는 포함된 개별 다중행 또는 문자줄의 수에 관계없이 단일 객체로 처리됩니다. 다중행 문자를 만들 때 

먼저 직사각형의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하여 다중행의 경계 너비를 결정합니다. 다중행 문자는 이 사각형에 

맞도록 자동으로 줄 바꿈 됩니다. 사각형의 첫 번째 모서리는 다중행 문자의 기본 첨부 지점을 결정합니다. 

사각형 내에서 문자가 흐르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으며 전체 다중행 문자 객체의 문자 및 다중행 형식, 문자 

스타일, 문자 높이 및 회전 각도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중행 문자를 만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한 후 다중행 문자를 누릅니다. 

⚫ mtex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 영역의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3. 여러 줄 문자 프롬프트 상자에서 설정할 속성을 선택하거나 다음 단계로 바로 진행합니다. 속성 

창을 사용하여 결과로 나오는 여러 줄 문자 객체에 대해 나중에 이러한 속성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문자 영역의 두 번째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5. 원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다중행을 만들려면 Enter 키를 누르고 계속 입력합니다. 

6. 리본(또는 리본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부동 도구 모음)에서 문자편집기 

도구를 사용하여 강조 표시된 문자를 선택하거나 강조 표시된 문자가 없으면 입력할 때 변경 

사항이 새 문자에 영향을 줍니다. 

7. 편집기 닫기를 클릭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 편집기를 닫습니다. 

문자 편집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더 많은 옵션에 액세스합니다. 

문자 편집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여 모두 선택, 잘라내기, 복사 및 붙여넣기를 포함한 추가 

옵션에 액세스합니다. Ctrl + V 와 같은 일반적인 단축키를 사용하여 클립보드에서 문자를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여러 줄 문자 편집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설명된 내부 문자 편집기에는 이전 대화 상자 버전과 비교할 때 몇 가지 누락된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줄 문자 편집기의 대화상자 버전으로 전환하려면 MTEXTED 시스템 변수를 "oldeditor"로 

설정합니다. 

두 개의 다중행 문자 
도면에 문자를 추가하면 현재 문자 스타일이 사용됩니다. 문자 스타일은 글꼴, 크기, 각도, 방향, 기본적으로 

문자가 주석인지 여부 및 기타 특성을 결정합니다. 

모든 도면에는 처음에 Arial 글꼴을 사용하는 Standard 라는 기본 문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표준 스타일은 

삭제할 수 없지만 이름을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글꼴, 글꼴 크기 및 적용된 경사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스타일의 글꼴 또는 방향을 변경하면 해당 스타일을 사용하여 생성된 모든 기존 문자 객체가 새 

글꼴 또는 방향을 반영하도록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른 특성을 변경해도 기존 문자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문자 스타일을 무제한으로 만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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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스타일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문자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문자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스타일을 클릭한 후 문자 스타일 관리자를 누릅니다. 

⚫ 스타일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새 문자 스타일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문자 글꼴에서 사용할 글꼴의 이름, 스타일 및 언어를 선택합니다. 

5. 주석 문자를 원하는 경우 문자 측정에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잠금 문자 높이(주석인 경우 종이 

문자 높이), 너비 계수 또는 경사 각도 측정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6. 문자 생성에서 방향을 표시할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인쇄된 문자가 표시되도록 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새 스타일을 사용하려면 그리기> 문자를 선택합니다. 

9. 프롬프트 상자에서 정의된 스타일 사용을 선택합니다. 

문자 서식 지정  
문자를 작성할 때 문자 스타일을 선택하고 정렬을 설정합니다. 스타일은 문자의 글꼴 특성을 결정합니다. 단일 

행 문자의 경우 정렬 포인트는 문자가 문자 삽입 포인트와 정렬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단락 문자의 경우 

맞춤점은 단락 문자 경계와 경계 내에서 문자가 흐르는 방향과 관련된 부착점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또한 Express 도구> 문자 영역을 사용하여 문자 크기 조정, 문자 양쪽 정렬, 모양으로 문자 묶기 등의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옵션은 온라인 도움말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자 줄 스타일 설정 
삽입점을 지정하기 전에 문자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의한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하여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선 문자 스타일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한 후 다중행 문자를 누릅니다. 

⚫ mtex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정의된 스타일 사용을 선택합니다. 

3. 이전에 정의한 문자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사용 가능한 문자 스타일 

목록을 표시하려면 물음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문자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5.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6.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7. 문자 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8.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다시 누릅니다. 

다중행 문자 스타일 설정 

삽입점을 지정하기 전에 다중행 문자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의한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하여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다중행 문자 스타일을 지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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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한 후 다중행 문자를 누릅니다. 

⚫ mtex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 상자의 첫 번째 지점을 지정합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문자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4. 이전에 정의한 문자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5.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6.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7. 문자 상자의 반대쪽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8. 문자를 입력합니다. 

9. 명령을 완료하려면 편집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자 선 정렬 설정 
문자를 작성할 때 삽입점을 지정하기 전에 문자 정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프롬프트 상자에서 정렬을 

선택하여 설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 정렬됩니다. 문자를 왼쪽, 중앙 또는 오른쪽과 문자의 위쪽, 

중간 또는 기준선이나 내림차순 문자의 아래쪽에 정렬할 수 있습니다. 

두 점 사이에 맞거나 정렬되도록 문자를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정렬 옵션은 일정한 높이/너비 비율을 

유지하면서 확대 또는 축소되는 문자를 생성합니다. 

맞춤 옵션은 두 점 사이에 맞도록 문자를 확장하거나 압축합니다. 

두 점 사이에 정렬된 문자는 일정한 높이/너비 비율을 유지합니다. 

두 점 사이의 문자 맞춤은 맞춤에 맞게 확장되거나 축소됩니다. 

문자를 입력하기 전에 줄 문자 정렬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다중행 문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한 후 다중행 문자를 누릅니다. 

⚫ mtex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맞춤 옵션을 선택하거나 양쪽 맞춤 옵션을 선택하여 모든 맞춤 옵션을 

표시합니다. 

3. 문자 삽입점을 지정한 다음 문자선을 계속 생성합니다. 

기존 선 문자 도면요소의 자리 맞추기를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자리 맞추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자리 맞추기를 선택합니다(문자> 문자 수정에서).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문자> 자리 맞추기를 선택합니다. 

⚫ tjus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한 줄 문자 외에도 여러 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문자의 가운데 맞춤 포인트가 가운데 정렬됩니다. 

⚫ 문자의 가운데 맞춤 지점이 가운데 정렬됩니다(왼쪽/오른쪽 및 위쪽/아래쪽). 

⚫ 오른쪽 문자의 양쪽 맞춤점이 오른쪽 정렬됩니다. 

⚫ 문자의 TL 자리 맞추기 포인트가 왼쪽 상단에 정렬됩니다. 

⚫ 문자의 TC 자리 맞추기 포인트는 상단 중앙에 정렬됩니다. 

⚫ TR 문자의 자리 맞추기 포인트가 오른쪽 상단에 정렬됩니다. 

⚫ 문자의 ML 자리 맞추기 지점이 왼쪽 가운데 정렬됩니다. 

⚫ 문자의 MC 자리 맞추기 포인트는 가운데 정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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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R 문자의 자리 맞추기 지점이 오른쪽 가운데 정렬됩니다. 

⚫ BL 문자의 자리 맞추기 지점이 왼쪽 아래 정렬됩니다. 

⚫ BC 문자의 자리 맞추기 포인트는 하단 가운데 정렬됩니다. 

⚫ BR 문자의 자리 맞추기 지점이 오른쪽 아래 정렬됩니다. 

두 점 안에 기존 라인 문자를 맞추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맞춤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문자 맞추기(문자> 문자 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문자> 문자 맞추기를 선택합니다. 

⚫ textfit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한 줄 문자 요소를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새 끝 지점을 지정하거나 시작 지점을 선택하여 새 시작 지점을 지정한 다음 끝 지점을 

지정합니다. 

문자 맞춤 명령은 한 줄 문자에서만 작동합니다. 

다중행 문자를 두 점 안에 맞추려면 먼저 분해 명령을 사용하여 한 줄 문자로 변환합니다. 

기존 줄 문자의 축척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크기 조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문자 크기 조정(문자> 문자 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문자> 문자 크기 조정을 선택합니다. 

⚫ scaletex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한 줄 문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3. 크기 조정을 위한 기준점 옵션을 선택합니다. 

4. 문자 크기 조정 모드 중 하나를 선택하고 프롬프트를 따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다중행 문자 정렬 설정 
다중행 문자를 만들 때 경계 내에서 문자가 흐르는 방향을 지정하여 문자 정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행 문자 경계의 첫 번째 모서리를 지정한 후 표시되는 프롬프트 상자, 속성 창 또는 문자 양쪽 맞춤 

표현 도구 명령을 사용하여 다중행 문자 정렬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 중앙 상단, 우측 상단, 

좌측 중앙, 중앙 중앙, 우측 중앙, 좌측 하단, 중앙 하단, 우측 하단에 부착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행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습니다. 문자 

크기 조정 익스프레스 

도구 명령을 사용하여 기존 다중행 문자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수문자 포함 
제어 코드를 사용하여 문자에 밑줄을 긋거나 강조 표시하거나 특수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밑줄과 

밑줄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제어 코드를 포함하려면 문자를 입력할 때 2 개의 퍼센트 기호(%%) 

다음에 특수 제어 코드 

또는 문자를 입력하십시오. 단일 퍼센트 기호는 일반 문자로 처리됩니다. 제어 코드 시퀀스가 문자의 

퍼센트 기호를 따라야 하는 경우에 3 퍼센트 제어 코드가 제공됩니다. 

문자 주위에 프레임 만들기 
선택한 각 문자선 , 단락 문자 또는 속성 문자 주위에 프레임을 그릴 수 있습니다. 

즉, 문자 를 모양으로 묶습니다. 프레임은 원형, 직사각형 또는 슬롯 모양일 수 있습니다. 

문자 주위에 프레임을 그리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형으로 문자 묶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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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Express 도구>도형으로 문자 묶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문자> 도형으로 문자 묶기를 선택합니다. 

⚫ tcirc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선, 다중행 문자 또는 속성 문자를 선택합니다. 

3. 문자 주위에 그릴 모양을 지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문자 변경 
도면에서 선 및 다중행 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문자 선 변경 
다른 도면 요소와 마찬가지로 문자를 편집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자를 삭제, 이동, 회전 및 축척할 

수 있습니다. 

문자 및 해당 속성을 편집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편집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문자 편집(문자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객체> 문자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문자 편집을 누릅니다. 

⚫ ddedi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대화 상자에서 문자를 편집합니다. 

4. 원하는 문자 속성을 변경합니다. 

EDITTEXTMODE 가 3(기본값)으로 설정된 경우 문자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TEXTEDITMODE 시스템 변수를 1 또는 2 로 설정하면 문자 대화상자 대신 명령 모음이나 특성 창에서 

행 문자가 편집됩니다. 

다중행 문자 변경 
다른 도면 요소와 마찬가지로 문자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즉, 문자를 삭제, 이동, 회전 및 축척할 수 

있습니다. 

다중행 문자 및 해당 속성을 편집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편집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문자 편집(문자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객체> 문자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수정을 클릭한 후 문자 편집을 누릅니다. 

⚫ ddedi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문자 편집기에서 문자를 편집합니다. 

4. 원하는 문자속성을 변경합니다. 

5. 편집기 닫기를 클릭합니다. 

문자 찾기 및 바꾸기 
도면 전체, 레이아웃 내 또는 선택한 요소 내에서 문자를 검색하고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4MCAD 는 일치하는 문자 목록을 검색하여 표시합니다. 발견된 각 문자 항목에는 도면에서 해당 위치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관된 객체 유형이 있습니다. 객체 유형에는 한 줄 문자, 여러 줄 문자, 치수 

지시선, 하이퍼링크, 대체 문자, 도면 공간 및 모델 공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부 유형의 치수 지시선은 

치수 작성 방식 때문에 여러 줄 문자로 나열됩니다. 

완료를 클릭하면 문자에 대한 모든 대치 사항이 도면에 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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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대체 문자를 찾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찾기 및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 편집> 찾기 및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표준을 클릭한 후 찾기 및 바꾸기를 누릅니다. 

⚫ 찾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찾을 내용에서 검색할 문자를 입력하거나 이전에 입력한 문자를 선택합니다. 

3. 위치 찾기에서 검색할 위치를 선택합니다. 

⚫ 전체 도면 전체 도면을 검색합니다. 

⚫ 현재 레이아웃 현재 레이아웃만 검색합니다. 

⚫ 선택한 객체 선택한 객체만 검색합니다. 

4. 문자 유형에서 검색에 포함할 문자 유형을 선택합니다. 

5. 검색 옵션에서 원하는 검색 옵션을 선택합니다. 

6. 찾기를 클릭하여 일치하는 모든 문자 목록을 표시합니다. 

7. 문자를 바꾸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바꿀 내용에서 새 문자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 찾은 문자 목록에서 바꿀 문자를 선택합니다. 

⚫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문자를 교체하려면 바로 가기를 사용하십시오. 

먼저 찾지 않고 일치하는 모든 문자를 바꾸려면 모두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8. 도면의 문자 변경 사항(있는 경우)을 보려면 완료를 클릭합니다. 

대소문자 변경 
한 줄 및 다중행 문자 객체의 대문자 사용을 문장 대소문자, 모두 소문자, 모두 대문자, 제목 대소문자 및 

대소문자 전환과 같은 대문자 사용 방법으로 빠르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 서식을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 대소문자 변경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대소문자 변경(문자 > 문자 수정)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문자 > 대소문자 변경을 선택합니다. 

⚫ tcas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문장의 대소문자 첫 번째 문자의 첫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 소문자 모든 문자 문자는 소문자입니다. 

⚫ UPPERCASE 모든 문자 문자는 대문자입니다. 

⚫ 제목 모든 문자 문자의 첫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 대소문자 전환 모든 문자 문자의 첫 글자는 소문자이고 나머지 글자는 대문자입니다. 

라인 문자를 다중행 문자로 변환 
라인 문자를 단락 문자로 변환할 때 문자 명령으로 생성된 하나 이상의 문자 객체는 하나의 여러 줄 문자 

객체로 결합됩니다. 변환하는 동안 선택한 문자 도면요소가 도면에서 제거되고 여러 줄 문자 도면요소가 

작성됩니다. 

문자 줄을 다중행 문자로 변환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를 다중행 문자 변환: 

⚫ 리본에서 홈> 문자를 여러 줄 문자로(주석에서), 주석> 문자를 여러 줄 문자로(문자에서) 또는 

Express 도구> 문자를 다중행 문자 변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문자를 다중행 문자 변환을 선택하거나 Express 도구> 문자> 문자를 다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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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변환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문자를 클릭한 후 다중행 문자 변환을 누릅니다. 

⚫ txt2mtx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하나 이상의 문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선택이 끝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라인 문자를 단락 문자로 변환하는 동안 옵션을 사용자화 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문자를 여러 줄 문자로: 

⚫ 리본에서 홈> 문자를 여러 줄 문자로(주석에서), 주석> 문자를 여러 줄 문자로(문자에서) 또는 

Express 도구> 문자를 다중행 문자 변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문자를 다중행 문자 변환을 선택하거나 Express 도구> 문자> 문자를 다중행 

문자 변환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문자를 클릭한 후 다중행 문자 변환을 누릅니다. 

⚫ txt2mtx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엔터를 누릅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선택 집합 순서 선택한 순서대로 한 줄 문자를 다중행 문자에 추가하려면 선택합니다. 

⚫ 하향식 순서 도면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한 줄 문자를 다중행 문자에 추가하려면 

선택합니다. 

4. 개별 문자 줄에 공백을 추가하려면 Word-Wrap MText 생성을 선택하고, 여러 줄의 문자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하나 이상의 문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7. 선택이 끝나면 Esc 키를 누릅니다. 모든 문자 도면요소는 단일 여러 줄 문자 도면요소로 

결합됩니다. 

 

 
 

A 
 

B 

 

 
A 선택한 순서 또는 하향식 순서로 문자를 추가하도록 선택합니다. 

B 여러 줄의 문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문자줄 안에 공백을 추가하려면 클릭합니다. 

맞춤법 검사 
도면에서 문자의 철자를 확인하고, 새 단어를 인식하도록 사전을 사용자 정의하고, 다른 언어를 지원하는 다른 

철자 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맞춤법 검사 
맞춤법 검사 명령을 사용하여 한 줄 문자, 여러 줄 문자, 다중행 문자, 속성, 속성 정의 및 치수 문자의 

맞춤법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문자의 철자를 확인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철자 검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철자 검사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철자 검사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표준을 클릭한 후 철자 검사를 누릅니다. 

⚫ 맞춤법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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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 이상의 문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맞춤법 검사 대화 상자에서 맞춤법이 틀린 단어가 한 번에 하나씩 표시됩니다. 찾은 각 단어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문자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 — 찾은 단어를 드로잉에서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무시를 

클릭하고, 드로잉에서 찾은 단어의 모든 인스턴스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면 모두 무시를 

클릭합니다. 

⚫ 문자 변경 — 제안 상자에서 단어를 선택하거나 입력한 다음 변경을 클릭하여 도면에서 찾은 

단어를 새 문자로 변경하거나 모두 변경을 클릭하여 도면에서 찾은 단어의 모든 인스턴스를 

변경합니다. 

4. 현재 찾은 단어를 사용자 정의 맞춤법 단어 목록에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합니다. 맞춤법 검사 

대화 상자는 다음에 단어의 맞춤법을 검사할 때 추가된 단어를 철자가 올바른 것으로 인식합니다. 

맞춤법 단어 맞춤설정 
대부분의 그림에는 철자가 올바른데도 철자가 올바른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 Zaffer, Inc.가 모든 도면에 나타나면 도면 문자의 철자를 확인할 때마다 회사 이름이 

철자가 틀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용자 정의 사전에 단어를 쉽게 추가하여 사용자 정의 사전의 모든 

단어가 철자가 올바른 것으로 인식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사전은 사용하기로 선택한 맞춤법 

사전과 별개입니다. 하나의 사전을 사용하여 문자의 철자를 검사하고 다른 사전을 사용하여 동일하거나 

다른 문자의 철자를 검사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사용자 정의 사전이 사용됩니다. 

사용자 사전을 만들고 관리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철자 검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철자 검사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철자 검사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표준을 클릭한 후 철자 검사를 누릅니다. 

⚫ 맞춤법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하나 이상의 문자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맞춤법 검사 대화 상자에서 사전 변경을 클릭합니다. 

4. 사용자 정의 단어를 추가하려면 사용자 정의 사전 단어에 단어를 입력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5. 사용자 정의 단어를 삭제하려면 사용자 정의 사전 단어에서 단어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문자의 맞춤법 검사 중에 사용자 정의 사전에 사용자 정의 단어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맞춤법 검사 대화 상자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현재 찾은 단어를 사용자 사전에 추가합니다. 

사전 변경 
철자 검사 명령은 도면에 있는 문자를 설치된 사전(.dic 파일)에 있는 철자가 올바른 단어와 비교합니다. 

다른 언어의 사전을 포함하여 4MCAD 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전이 있습니다. 새 사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거나 컴퓨터에 이미 설치된 사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새 사전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철자 검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맞춤법 검사(문자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맞춤법 검사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표준을 클릭한 후 철자 검사를 누릅니다. 

⚫ 맞춤법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리본에서 주석> 맞춤법 검사(문자에서)를 선택합니다. 

2. 하나 이상의 문자 객체를 선택한 다음 맞춤법 검사 대화 상자에서 사전을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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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4. 표시되는 웹 페이지에서(또는 다른 웹 페이지에서) 

5. 다운로드한 파일의 압축을 \MyDocuments\Spelling 에 풉니다. 

6. 사전 변경을 다시 클릭하면 새로 설치된 사전이 로드됩니다. 

7. 메인 사전에서 원하는 사전을 선택하세요. 

8. 확인을 클릭합니다. 

컴퓨터에 이미 설치된 사전을 사용하려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기존 사전(.dic 파일)을 \MyDocuments\Spelling 또는 4MCAD 용 맞춤법 

사전을 설치한 위치에 복사합니다. 

⚫ 4MCAD 가 사전을 검색하는 폴더 목록에 기존 사전의 폴더를 추가합니다. 도구> 옵션을 

선택하고 경로/파일을 클릭한 다음 사전 경로에 폴더 

위치를 추가합니다. 도구> 맞춤법 검사를 선택하고 하나 이상의 문자 객체를 선택한 

다음 맞춤법 검사 대화 상자에서 사전 변경을 클릭합니다. 

2. 메인 사전에서 원하는 사전을 선택하세요. 

3. 확인을 클릭합니다. 

대체 문자 편집기 사용 
4MCAD 에는 여러 줄 문자 명령을 사용하여 단락 문자를 생성하기 위한 내장 문자 편집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줄 문자 명령에 대한 대체 문자 편집기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 문자 편집기 선택 
대체 문자 편집기를 사용하려면 먼저 MTEXTED 시스템 변수를 설정하여 편집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대체 문자 편집기를 선택하기 

1. mtexted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여러 줄 문자를 작성하거나 편집하는 데 사용할 문자 편집기에 대한 실행 파일의 경로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Microsoft® 워드패드를 사용하려면 다음과 유사한 것을 

입력합니다(필요에 따라 경로 이름 조정). 

C:\Program Files\Windows\Accessories\Wordpad.exe 

대체 문자 편집기에서 다중행 문자 만들기 
대체 문자 편집기를 사용하도록 4MCAD 를 설정한 후 이를 사용하여 도면에 문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체 문자 편집기를 사용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여러 줄 문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여러 줄 문자(주석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여러 줄 문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그리기를 선택한 후 다중행 문자를 누릅니다. 

⚫ mtex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 영역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3. 문자 편집기에서 특수 서식을 적용하려면 옆에 표시된 표의 특수 문자를 사용하여 원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단락을 끝내고 다음 줄에서 새 단락을 시작하려면 \P 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정렬 

값 1 을 사용하고 두개의 숫자를 쌓아 분수로 표시하려면: 

{\A1;\S1/2;}\P 

4. 문자가 완료되면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문자 편집기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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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코드 문자 사용 
4MCAD 는 유니코드 문자 인코딩 표준을 지원하므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여 다른 언어로 문자를 

표시하고 쓸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 글꼴에는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정의된 것보다 더 많은 문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의 문자 세트 지정 
도면에 문자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문자 집합은 일반적으로 운영 체제에서 지정한 문자 집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ANSI_1252 는 라틴어 1, ANSI_1253 은 그리스어, ANSI_1254 는 터키어입니다. 

코드 페이지라고도 합니다. 

4MCAD 를 사용하면 도면에 할당된 코드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고유한 기능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도면을 배포하는 경우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지리적 영역 간에 도면을 

공유하거나 배포할 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코드 페이지를 변경하는 것은 특히 문자를 제대로 

표시하기 위해 다른 문자 집합이 필요한 여러 언어가 사용되는 지리적 지역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코드 페이지를 설정해도 문자의 언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가 표시되는 문자 집합을 

지정합니다. 일부 글꼴은 코드 페이지 설정에 따라 문자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코드 페이지와 관련된 두 가지 시스템 변수가 있습니다. 

⚫ SYSCODEPAGE — 운영 체제에 대해 정의된 문자 집합입니다. 

⚫ DWGCODEPAGE — 운영 체제 코드 페이지를 무시하는 개별 도면에 대해 정의된 문자 

집합입니다. 

현재 도면의 코드 페이지를 선택하기 

1. 코드 페이지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코드 페이지 관리자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2. 운영 체제 코드 페이지와 다른 코드 페이지를 사용하도록 도면을 변환하려면 도면 코드 

페이지에서 도면에 대한 새 코드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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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치수 기입 
4MCAD 치수 도구를 사용하면 도면에 측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가리키기만 하면 치수를 빠르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공차 기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많은 치수 변수를 사용하여 치수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을 사용하면 치수 변수 설정을 저장하여 다시 생성하지 않고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선형, 각도, 호, 지름, 방사형 및 세로좌표로 치수를 생성합니다. 

⚫ 지시선과 주석을 만듭니다. 

⚫ 치수를 편집합니다. 

⚫ 치수 스타일과 변수를 사용합니다. 

⚫ 기하 공차를 추가합니다. 

⚫ 치수 공차를 제어합니다. 

⚫ 대체 치수 단위를 제어합니다. 

치수기입 개념 이해 
선형, 각도, 방사형, 지름 및 세로 좌표의 다섯 가지 기본 치수 유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객체를 선택하여 치수를 생성하거나 도면 내에서 점을 선택하여 치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수를 기입할 객체를 선택하거나 첫 번째 및 두 번째 치수보조선 원점을 지정하여 선형 치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작성하면 프로그램은 현재 치수 스타일을 사용하여 현재 도면층에 치수를 그립니다. 각 치수에는 

화살촉 유형, 문자 스타일 및 다양한 구성요소의 색상과 같은 치수 모양을 제어하는 해당 치수 스타일이 

있습니다. 치수 변수 설정 중 하나를 변경한 다음 새 설정을 반영하도록 치수 스타일을 업데이트하여 기존 치수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생성하는 각 차원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치수선은 치수가 시작되고 끝나는 위치를 보여줍니다. 각도 

치수를 작성할 때 치수선은 측정된 각도에 대응하는 치수선 호입니다. 

투영선 이라고도 하는 연장선은 치수를 생성하는 요소에서 멀리 확장되는 선으로, 요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수선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화살촉은 치수선의 각 끝에서 종료를 형성합니다.치수 문자에는 측정된 치수가 

포함되며 접두어, 접미어, 공차 및 기타 선택적 문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치수를 삽입할 때 치수 문자를 

제어하고 해당 위치와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차원에는 다른 선택적 구성 요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시선은 도면의 피쳐에서 주석으로 이어지는 선입니다. 지시선은 화살촉으로 시작하며 이를 사용하여 

치수선에서 멀리 치수를 배치하거나 메모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방사형 치수를 생성할 때 원이나 호의 중심을 

표시하는 작은 십자인 중심 표시를 추가하거나 원 또는 호의 중심에서 확장되는 교차 선인 중심선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치수는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연관 — 차원이 측정하는 객체와 연결됩니다. 치수로 측정되는 객체가 수정되면 치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DIMASSOC 가 2 로 설정된 경우 새로 생성된 치수가 연관됩니다. 

⚫ (기본값)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생성됩니다. 

⚫ 비 연관 - 차원이 측정하는 객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치수로 측정되는 객체가 수정되면 

치수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DIMASSOC 가 1 로 설정된 경우 새로 생성된 치수는 비 

연관적입니다. 

⚫ 분해됨 - 차원이 단일 차원 객체가 아닌 별도의 객체로 생성됩니다. 

DIMASSOC 가 0 으로 설정되면 새로 생성된 치수가 분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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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생성 
다음을 통해 차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치수를 기입할 객체를 선택하고 치수선 위치를 지정합니다. 

⚫ 연장선 원점 및 치수선 위치 지정. 

객체를 선택하여 치수를 생성하면 선택한 객체 유형에 따라 적절한 정의점에 치수보조선 원점이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예를 들어, 정의점은 호, 선 및 폴리선 세그먼트의 끝점에 있습니다. 치수보조선 원점을 지정하여 

치수를 생성할 때 지정한 점이 정의점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설정하려면 객체 스냅을 

사용하십시오. 모형 공간이나 도면 공간에서 치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형 치수 생성 
선형 치수는 선형 거리 또는 길이에 주석을 달고 수평, 수직으로 방향을 지정하거나 기존 도면요소 또는 

선택한 확장 원점에 평행하게 정렬할 수 있습니다. 선형 치수를 생성한 후 기준 치수 또는 연속 치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형기준선 치수는 이전 선형 치수의 공통 첫 번째 치수보조선 원점에서 추가 치수를 

삽입합니다. 선형 연속 치수는 이전 선형 치수의 두 번째 치수보조선 에서선형 치수를 계속합니다. 치수를 

생성할 때는 정확한 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정확한 세로 좌표점을 

선택합니다 

수평 또는 수직 치수를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선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선형(치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차원> 선형을 선택합니다. 

⚫ 치수 도구 모음에서 선형 도구를 클릭합니다. 

⚫ dimlinear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Enter 키를 누른 다음 치수를 지정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치수보조선 

원점을 지정하여 치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3. 치수선 위치를 지정합니다. 

정렬된 치수를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정렬됨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정렬됨(치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차원 > 정렬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 에서 치수 작업을 클릭한 후 정렬됨을 누릅니다. 

⚫ dimaligne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Enter 키를 누른 다음 치수를 지정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치수보조선 

원점을 지정하여 치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3. 치수선 위치를 지정합니다. 

선형 기준선 치수를 생성하기 

1. 차원을 생성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기준선(치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차원 > 기준선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작업을 클릭한 후 기준선을 누릅니다. 

⚫ dimbaseli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시작 치수를 선택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다음 연장선 원점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또는 Enter 키를 누른 다음 기준선에 대한 기존 

치수를 선택합니다. 다음 치수보조선의 원점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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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새 기준선 치수를 이전 치수선 위 또는 아래에 배치합니다. 두 치수선 사이의 거리는 

치수 스타일 대화상자의 기준선 간격 띄우기 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선형 연속 치수를 작성하기 

1. 차원을생성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계속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계속(차원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차원 > 계속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작업을 클릭한 후 연속 치수를 누릅니다. 

⚫ dimcontinu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시작 치수를 선택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다음 연장선 원점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또는 Enter 키를 누른 다음 기존 차원을 

선택하여 계속합니다. 

5. 연속 치수를 추가하려면 치수보조선 원점을 계속 선택합니다. 

6. 명령을 종료하려면 Enter 키를 두 번 누릅니다. 

각도 치수 생성 
각도 치수는 두 선 사이에서 측정된 각도에 주석을 답니다. 각도 정점과 두 개의 끝점을 선택하여 각도에 

치수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각도 치수를 작성한 후 기준 치수 또는 연속 치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도 기준선 치수는 이전 각도 치수의 공통 첫 번째 치수보조선 원점에서 추가 치수를 삽입합니다. 각도 

연속 치수는 이전 각도 치수의 두 번째 치수보조선에서 각도 치수를 계속합니다. 

호로 둘러싸인 각도의 치수를 기입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각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각도(치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각도를 선택합니다. 

⚫ 치수 도구 모음에서 각도 도구를 클릭합니다. 

⚫ Dimangula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호를 선택합니다. 

3. 치수 호 위치를 지정합니다. 

두 선 사이의 각도에 치수를 기입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각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각도(치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각도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작업을 선택한 후 각도를 누릅니다. 

⚫ dimangula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한 줄을 선택합니다. 

3. 다른 라인을 선택합니다. 

4. 치수선 위치를 지정합니다. 

호 치수 생성 
호 치수는 호 또는 호 세그먼트의 길이에 주석을 답니다. 두 점을 선택하여 호의 일부에 치수를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호 치수를 작성한 후 해당 문자를 호 각도 또는 다른 문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호 길이에 치수를 기입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호(치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호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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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막대에서 치수 작업을 클릭한 후 호를 누릅니다. 

⚫ dimarc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호 또는 호 세그먼트를 선택합니다. 

3. 치수 호 위치를 지정합니다. 

호 길이의 일부에 치수를 기입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호(치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호를 선택합니다. 

⚫ 치수 도구 모음에서 호 도구를 클릭합니다. 

⚫ dimarc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부분을 선택합니다. 

3. 측정하려는 호 길이의 시작점을 선택합니다. 

4. 끝점을 선택합니다. 

지름 및 반지름 치수 생성 
지름과 반지름 치수는 호와 원의 반지름과 지름에 주석을 답니다. 선택적으로 중심선 또는 중심 표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름 치수를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지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지름(치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지름을 선택합니다. 

⚫ dimdiamet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호 또는 원을 선택합니다. 

3. 치수선 위치를 지정합니다. 

반지름 치수를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반지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반지름(치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반지름을 선택합니다. 

⚫ dimradiu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호 또는 원을 선택합니다. 

3. 치수선 위치를 지정합니다. 

좌표 치수 생성 
세로좌표 치수는 원점 또는 기준점(현재 사용자 좌표계[UCS]의 원점)에서 수직 거리에 주석을 답니다. 

좌표 치수는 x 또는 y 좌표와 지시선으로 구성됩니다. x 좌표 치수는 x 축을 따라 거리를 측정합니다. 

y 좌표 치수는 y 축을 따라 거리를 측정합니다. 좌표점을 선택하면 프로그램은 두 번째 점을 드래그 하는 

방향에 따라 점이 x 좌표인지 y 좌표인지를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세로좌표가 x 좌표인지 y 좌표인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누진 치수 문자는 현재 치수 스타일로 지정된 문자 방향에 관계없이 항상 세로좌표 

지시선과 정렬됩니다. 

세로좌표 치수는 원점에서 선택한 세로좌표 점까지의 x 또는 y 축을 따라 거리를 측정합니다. 

세로좌표 치수를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세로 좌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좌표(치수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차원> 좌표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작업을 클릭한 후 세로 좌표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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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mordina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세로좌표 치수의 점을 선택합니다. 

3. 세로좌표 지시선 끝점을 지정합니다. 

세로좌표 점(A)을 선택한 다음 세로좌표 지시선 끝점(B)을 지정합니다. 

치수를 생성할 때는 정확한 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정확한 세로 좌표점을 선택합니다. 

지시선 및 주석 작성 
지시선은 도면의 피쳐를 주석에 연결하는 선 또는 일련의 선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첫 번째 점에 화살촉을 배치합니다. 치수 문자로 생성된 주석은 마지막 점 바로 옆에 

배치됩니다. 기본적으로 지시선 끝에 배치된 문자는 가장 최근 치수로 구성됩니다. 주석을 한 줄의 문자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선 및 주석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지시선(치수)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차원> 지시선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작업을 클릭한 후 지시선을 누릅니다. 

⚫ dimlead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지시선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3. 지시선 세그먼트의 끝점을 지정합니다. 

4. 추가 지시선 세그먼트 끝점을 지정합니다. 

5. 마지막 끝점을 지정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6. 주석을 입력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가장 최근 치수를 기본 주석으로 승인합니다. 

도면 공간의 모형 공간 도면요소 치수 기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델 및 레이아웃 탭을 사용하여 주석에서 드로잉 모델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치수, 제목 블록, 키노트 및 기타 주석을 표시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레이아웃 탭에서 이를 그리면 

모델에서 작업할 때 표시 시간과 시각적 혼란이 줄어듭니다(모델 탭에서). 4MCAD 를 사용하면 모델 탭 

또는 레이아웃 탭에서 모델 공간 객체의 치수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가장 적합한 방법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 도면요소의 치수를 기입하기 

1.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세요. 

2. 레이아웃 뷰포트를 하나 이상 생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이아웃 뷰포트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3. 다음을 수행하여 원하는 배치 뷰포트를 잠급니다. 

⚫ 치수 생성에 사용할 레이아웃 뷰포트의 가장자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 속성을 선택합니다. 

⚫ 뷰포트 잠금을 표시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뷰포트를 잠글 필요는 없지만 레이아웃 뷰포트에서 확대하거나 이동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뷰포트 

축척과 뷰 중심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디스플레이 또는 선택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배치 뷰포트에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뷰포트를 자체 도면층에 배치하고 레이아웃 뷰포트를 잠근 후 포함하는 도면층을 숨깁니다. 

4. 상태 표시줄의 모형/도면 공간 토글이 필요로 시작하는지 확인하여 도면 공간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상태 표시줄에서 모형/도면 공간 토글을 두 번 클릭하여 도면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5. 차원을 생성합니다. 모형 공간 도면요소를 직접 선택하거나 정의점을 지정하거나 도면요소 스냅을 

사용하여 정의점을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수는 도면 공간에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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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편집 
그립을 사용하여 도면요소 치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치수 문자를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치수선과 치수 

문자를 임의의 각도로 회전할 수 있으며 치수선을 따라 임의의 위치에 치수 문자를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비스듬히 만들기 
치수보조선은 일반적으로 치수선에 수직인 각도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치수선을 기준으로 기울어지도록 

치수보조선의 각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비스듬한 치수보조선을 만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기울기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기울기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기울기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관리를 클릭한 후 기울기 만들기를 누릅니다. 

⚫ dimedi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사선을 선택합니다. 

2. 선형 치수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경사각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치수 문자 편집 
기존 치수의 문자를 회전하거나, 치수 문자를 새 위치로 이동하거나, 선택한 치수 문자를 새 문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치수 스타일에 정의된 대로 치수 문자를 원래 위치로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문자를 회전하거나 바꿀 때 먼저 변경 사항을 지정한 다음 변경 사항을 적용할 치수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선택한 모든 차원이 동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치수 문자를 회전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문자 회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문자 회전(치수 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문자 회전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관리를 클릭한 후 치수 문자 회전을 누릅니다. 

⚫ dimedi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문자 회전을 선택합니다. 

2. 새 치수 문자 각도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회전할 치수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치수 문자 각도는 치수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치수 문자 회전이 0 으로 설정된 경우 문자 각도는 치수 유형 및 치수 스타일에 의해 정의됩니다. 

치수 문자를 이동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문자 재배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문자 재배치(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문자 위치 변경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관리를 클릭한 후 치수 문자 재배치를 누릅니다. 

⚫ dimtedi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를 재배치할 치수를 선택합니다. 

3. 새 문자 위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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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문자를 홈 위치로 복원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문자 위치 복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문자 위치 복원(치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문자 위치 복원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관리를 클릭한 후 치수 문자 위치 복원을 누릅니다. 

⚫ dimedi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치수 문자 위치 복원을 선택합니다. 

2. 복원할 치수 문자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기존 치수 문자를 새 문자로 대치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문자 편집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문자 편집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문자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관리를 클릭한 후 치수 문자 편집을 누릅니다. 

⚫ dimedit 를 입력한 다음 프롬프트 상자에서 문자 편집을 선택합니다. 

2. 새 치수 문자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대체할 치수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치수 문자를 원래 문자 값으로 복원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문자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치수 문자 재설정(치수 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치수 변수 상태> 치수 문자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 dimreassoc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복원할 치수 문자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치수 문자를 새 도면요소 또는 도면요소의 점과 다시 연결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재연결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차원 재연결(차원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차원> 차원 다시 연결을 선택합니다. 

⚫ dimreassocia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다른 요소나 점과 다시 연결하려는 치수를 선택하고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프롬프트에 따라 새 객체를 선택하거나 객체를 가리킵니다. 표시되는 프롬프트는 선택한 치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치수 스타일 및 변수 사용 
삽입하는 치수는 현재 치수 스타일을 사용하여 작성됩니다. 명명된 치수 스타일을 작성, 저장, 복원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치수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다른 스타일 이름과 비교하려면 dimstyle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 작성 
치수 스타일은 치수 모양을 제어하는 다양한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런 다음 

재사용을 위해 해당 설정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치수를 성하기 전에 치수 스타일을 정의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기본 치수 변수 설정을 저장하는 표준 치수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의 각 

옵션은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변수와 관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명령 참조를 참조하십시오. 

치수 스타일을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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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치수 관리를 클릭한 후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누릅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새 치수 스타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4. 계속을 클릭합니다. 

5.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치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6.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치수 스타일 선택 

치수 스타일을 선택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치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3.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4. 닫기를 클릭합니다. 

치수 스타일의 이름을 바꾸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치수 스타일 관리자 대화상자에서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3. 이름 바꾸기 목록에서 이름을 바꿀 치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4. 새 치수 스타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치수 스타일 삭제 

명명된 치수 스타일을 삭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치수 스타일 대화상자에서 삭제할 치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3. 삭제를 클릭합니다. 

4. 삭제를 확인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스타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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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mstyl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v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변수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3. 치수 스타일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회선 설정 제어 

치수선, 치수보조선 및 중심 표식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현재 치수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은 현재 치수 스타일 

설정을 기반으로 한 치수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치수선의 색상을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선 탭을 클릭합니다. 

3.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치수 화살표 제어 
치수선 끝에 배치된 화살촉 또는 눈금 표시의 모양과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현재 치수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선택한 화살촉은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에 

표시됩니다. 여러 화살촉 유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수선의 각 끝과 지시선에 대해 서로 다른 

화살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작 화살표는 첫 번째 연장선에 해당합니다. 끝 화살표는 두 번째 

연장선에 해당합니다. 도면에 정의된 블록은 세 개의 화살촉 목록에도 사용자 정의 화살표로 표시됩니다. 

이 블록을 사용하여 자신만의 화살촉을 만들고 할당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 크기 값은 도면 단위로 측정된 

화살촉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화살촉 대신 눈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촉을 선택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기호 및 화살표 탭을 클릭합니다. 

3. 시작 화살촉 또는 끝 화살촉 목록에서 각각 시작 또는 끝 화살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필요한 

경우 다른 시작 및 끝 화살촉을 사용하려면 별도의 화살촉 허용을 선택합니다. 

4. 지시선 화살촉 목록에서 지시선에 대한 지시선 화살촉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십시오. 

DIMLDRBLK 시스템 변수는 지시선 화살표 유형도 지정합니다. 

치수 문자 제어 
치수 문자의 모양에 영향을 주는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현재 치수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은 현재 치수 스타일 설정을 기반으로 한 

치수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치수 문자를 치수선과 정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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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문자 탭을 클릭합니다. 

3.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치수 맞춤 제어 
치수선을 기준으로 치수 문자 및 화살촉이 배치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석인지 

또는 특정 축척 또는 배치에 따라 축척 되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치수 축척 방법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변경 사항은 현재 치수 스타일에 영향을 줍니다.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은 

현재 치수 스타일 설정을 기반으로 한 치수 모양을 보여줍니다. 프로그램은 치수 문자의 크기, 화살촉의 

크기 및 치수 문자 주위에 필요한 공간의 양과 치수 보조선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여 치수 문자와 화살촉이 

치수 보조선 사이에 맞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용 가능한 공간을 기반으로 최적 맞춤 

방법을 적용합니다. 가능한 경우 치수 문자와 화살촉이 모두치수보조선 사이에 배치됩니다. 둘 다 

치수보조선 사이에 맞지 않으면 치수 스타일 대화상자의 맞춤 방법 설정을 사용하여 문자와 화살촉을 

배치하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 맞춤 형식을 지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맞춤 탭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변수를 사용합니다. 

DIMATFIT 시스템 변수는 치수 문자와 화살표가 정렬되는 방식을 지정합니다. DIMTMOVE 시스템 

변수는 치수 문자가 이동되는 방법을 지정합니다. 

기본 치수 단위 제어 

기본 치수 단위의 모양과 형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은 현재 치수 스타일 설정을 기반으로 한 치수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반올림 거리를 .0100(반올림 전의 원래 치수)으로 설정합니다. 

거리를 반올림하여 

0.2500 으로 설정합니다. 

Round off distance set 

to 1.0000. 

치수의 기본 단위를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기본 단위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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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시스템 변수를 사용합니다. 

DIMLUNIT 시스템 변수는 선형 치수의 단위를 지정합니다. DIMFRAC 시스템 

변수는 분수 형식을 지정합니다. 

대체 치수 단위 제어 
기본 치수 문자 외에 대체 치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체 치수를 생성하 

기 위해 적용된 축척 비율을 포함하여 대체 치수의 모양과 형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은 현재 치수 

스타일 설정을 기반으로 한 치수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접미사가 추가된 축척 비율 25.4 를 사용하여 생성된 대체 치수입니다. 

대체 치수 단위를 제어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대체 단위 탭을 클릭합니다. 

3. 대체 단위 표시를 선택합니다. 

4.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하 공차 추가 
기하 공차는 도면에 의해 정의된 기하 도형의 최대 허용 편차를 나타냅니다.4MCAD 는 구획으로 분할된 

직사각형인 형상 제어 프레임을 사용하여 기하 공차를 그립니다. 

기하 공차 이해 
각 형상 제어 프레임은 최소 2 개의 구획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구획은 위치, 방향 또는 형태와 같이 

공차가 적용되는 기하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기하학적 공차 기호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형상 허용 

오차는 표면의 평탄도 또는 진원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하 공차 기호와 그 특성은 다음 표에 나와 

있습니다 

기하 공차 기호 

두 번째 구획에는 공차 값이 포함됩니다. 적절한 경우 공차 값 앞에 지름 기호가 오고 그 뒤에 재료 상태 

기호가 옵니다. 재료 조건은 크기가 다양할 수 있는 피쳐에 적용됩니다.  

공차 값은 각 데이텀의 재료 조건과 함께 1 차, 2 차 및 3 차 데이텀 참조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데이텀 

참조 문자는 일반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최대 3 개의 수직 평면 중 하나에 대한 참조 공차로 

사용되지만, 데이텀 참조 문자는 정확한 점이나 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공차가 동일한 형상에 적용되는 경우 기본 공차 값과 보조 공차 값으로 구성된 복합 공차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공차를 더욱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높이 값 뒤에 투영된 공차 기호로 구성된 

투영된 공차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영된 공차를 사용하여 포함된 부품의 직각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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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공차 추가 

기하 공차를 추가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공차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공차(치수)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공차를 선택합니다. 

⚫ 치수 도구 모음에서 공차 도구를 클릭합니다. 

⚫ toleranc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기하 공차 기호를 표시하려면 첫 번째 줄에서 기호 상자를 클릭합니다.  

3. 기하 공차 기호를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4. 공차 1 에서 지름 상자를 클릭하여 지름 기호를 추가합니다. 

5. 필드에 첫 번째 허용 오차 값을 입력합니다. 

6. 재료 상태 기호를 표시하려면 M.C. 상자. 

7. 클릭하여 재료 조건을 선택합니다. 

8. 공차 2 에서 4~7 단계를 반복하여 해당하는 경우 보조 공차 값을 추가합니다. 

9. 데이텀 1 아래에 기본 데이텀 참조 문자를 입력합니다. 

10. 재료 상태 기호를 표시하려면 M.C. 상자. 

11. 클릭하여 재료 조건을 선택합니다. 

12. 필요한 경우 9-11 단계를 반복하여 2 차 및 3 차 데이텀을 추가합니다. 

13. 두 번째 행에서 2~12 단계를 반복하여 복합 공차를 추가합니다. 

14. 높이 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영된 공차 영역 높이 값을 입력합니다. 

15. 투영 공차 영역 기호를 삽입 

16. 확인을 클릭합니다. 

17. 도면에서 형상 프레임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치수 공차 제어 

공차 또는 제한 치수로 치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공차 치수를 생성할 때 상 

한 및 하한 공차 한계와 치수 문자의 소수점 자릿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치수 스타일 대화 상자의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타일은 현재 치수 스타일 설정 

에 따라 공차 및 제한 치수의 모양을 보여줍니다. 

공차 치수. 치수를 제한 

치수 공차를 제어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주석> 치수 스타일 관리자(치수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치수>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형식> 치수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치수 또는 스타일 도구 모음에서 치수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di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공차 탭을 클릭합니다. 

3.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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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다른 파일 작업 
블록, 속성 및 외부 참조는 도면의 도면요소를 관리하고 표준 도면 도면요소에 추가 정보를 포함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합니다. 블록을 사용하면 여러 객체를 단일 객체로 결합한 다음 재사용하여 여러 사본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속성을 사용하여 부품 번호 또는 가격과 같은 문자를 블록과 연관시킨 다음 추가 분석을 

위해 문자 속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별도의 파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를 사용하면 별도의 

참조 도면 파일을 도면에 링크하여 참조 도면의 내용을 현재 도면에 추가하지 않고 정보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참조된 파일을 변경하면 모든 참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블록 생성, 삽입 및 재정의. 

⚫ 속성 생성, 편집 및 삽입. 

⚫ 속성 데이터를 별도의 파일로 추출합니다. 

⚫ 외부 참조 및 언더레이를 부착하고 작업합니다. 

⚫ 그림에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블록 작업 
일반적으로 블록은 도면에 삽입하고 단일 객체로 조작할 수 있는 하나로 결합된 여러 객체입니다. 블록은 선, 

호, 원과 같은 가시적 요소와 속성이라는 가시적 또는 비가시적 데이터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블록은 도면 

파일의 일부로 저장됩니다. 

블록 이해하기 
블록을 사용하면 작업을 더 잘 구성하고, 도면을 신속하게 작성 및 수정하고, 도면 파일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블록을 사용하여 자주 사용하는 기호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기호를 

처음부터 다시 그리는 대신 블록으로 기호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객체에서 블록을 만든 후 한 번만 저장하면 디스크 공간도 절약됩니다. 단일 블록 정의에 대한 다중 

참조만 삽입합니다. 블록 정의를 변경하여 도면을 빠르게 수정한 다음 블록의 모든 인스턴스(instance)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원래 도면층 0 에 그려지고 색상 및 선 종류 BYLAYER 가 지정된 도면요소가 포함된 블록을 삽입하면 

현재 도면층에 배치되고 해당 도면층의 색상 및 선 종류를 가정합니다. 원래 다른 도면층에 그려진 

도면요소 또는 명시적으로 지정된 색상 또는 선 종류를 사용하여 도면요소가 포함된 블록을 삽입하는 

경우 블록은 원래설정을 유지합니다.  

원래 색상 및 선 종류 BYBLOCK 이 지정된 도면요소가 포함된 블록을 삽입하고 블록 자체에 색상 및 선 

종류 BYLAYER 가 있는 경우 해당 도면요소는 삽입되는 도면층의 색상 및 선 종류를 채택합니다. 블록에 

빨간색 또는 파선과 같은 명시적 색상이나 선 종류가 지정된 경우 해당 도면요소는 해당 품질을 

채택합니다.  

생성 중인 새 블록에 다른 블록을 포함할 때 중첩이라는 절차가 발생합니다. 중첩은 너트 및 볼트와 같은 

작은 구성요소를 결합하여 더 큰 어셈블리에 포함하고 해당 어셈블리의 여러 인스턴스를 더 큰 도면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블록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블록 편집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도면 영역에서 직접 

블록을 그 자리에 그리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개별 블록 명령을 사용하여 블록을 생성하고 더 많은 

옵션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을 생성하는 세 번째 방법은 4MCAD Explorer 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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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편집기를 사용하여 블록 생성 및 저장 
블록 편집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작성할 때 이름을 지정한 다음 도면 영역에서 직접 블록을 구성하는 

도면요소를 그립니다. 블록을 내부에 작성하는 동안 기존 이름이나 새 이름으로 블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작성된 블록의 삽입점은 UCS 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정의됩니다. 

블록 편집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블록 편집기(블록 정의)를 선택하거나 삽입> 블록 편집기(블록 정의)를 선택합니다. 

⚫ bedit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블록 정의 편집 대화상자에서 새 블록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블록을 구성하는 요소를 그립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블록 편집기>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부동 도구 모음에서(리본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bsave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편집기 닫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블록 편집기> 블록 편집기 닫기를 선택합니다. 

⚫ 부동 도구 모음에서(리본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블록 편집기 닫기를 선택합니다. 

⚫ bclos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함께 새 블록을 블록 목록에 추가합니다. 도면에 블록을 자주 

포함하는 경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블록이 포함된 도구 팔레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713 페이지의 "도구 팔레트 생성 및 명령 및 블록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개별 명령을 사용하여 블록 생성 및 저장 
블록 명령을 사용하여 블록을 생성할 때 블록의 이름, 삽입점 및 블록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정합니다. 

삽입점은 블록의 기준점이며 나중에 블록을 도면에 삽입할 때 참조점 역할을 합니다. 

작성한 새 블록은 디스크에 블록 저장 명령을 사용하여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한 현재 도면에만 

존재합니다. 

현재 도면 내에서 사용할 블록 작성 

현재 도면에서 사용할 블록을 작성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생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블록 생성(블록 내)을 선택하거나 삽입> 블록 생성(블록 정의 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블록> 블록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블록 만들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블록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블록 정의 대화상자에서 새 블록의 이름과 설명을 입력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 화면에서 지정 확인을 클릭한 후 도면에서 기준점을 선택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기준점 선택 대화 상자를 임시로 즉시 닫으려면 도면에서 기준점을 선택한 다음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이 옵션은 화면에 지정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X, Y, Z 기준점의 x, y, z 좌표를 입력합니다. 이 옵션은 화면에 지정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에 결합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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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서 지정 확인을 클릭한 후 도면의 요소를 선택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객체 선택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즉시 닫고 도면에서 요소를 선택한 다음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유형 또는 값별로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화면에 지정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블록이 생성된 후 객체로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 요소 유지 블록에 대해 선택한 요소는 도면에 남아 있습니다. 

⚫ 블록으로 변환 블록에 대해 선택한 요소는 블록으로 변환되어 도면에 남아 있습니다. 

⚫ 객체 삭제 블록에 대해 선택한 객체가 도면에서 제거됩니다. 

6. 블록에 대해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주석 블록이 기본적으로 주석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석 블록의 표시 및 인쇄는 주석 축척의 

영향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석이 있는 경우 도면 공간에 있는 블록이 배치 뷰포트에 따라 

자동으로 방향이 지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균일하게 크기 조정 블록 크기가 조정된 경우 종횡비를 유지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주석 블록은 비례적으로 축척 되어야 합니다. 

⚫ 분해 허용 블록을 별도의 요소로 분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단위 블록 단위를 정의합니다(예: 인치 또는 밀리미터). 

7.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과 함께 새 블록을 블록 목록에 추가합니다. 

도면에 블록을 자주 포함하는 경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블록이 포함된 도구 팔레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는 블록을 정의한 후 원래 객체를 자주 복원합니다. 

새 블록을 유지하면서 원래 객체를 도면으로 복원하려면 undelete 또는 oops 를 입력하십시오. 도구>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여 메뉴 또는 도구 모음에 삭제 취소 명령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 저장 
블록을 다른 도면에 삽입할 수 있는 별도의 도면 파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별도의 도면 파일로 저장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디스크에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디스크에 블록 저장(블록 정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디스크에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디스크에 블록 저장 도구를 클릭합니다. 

⚫ wblock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소스에서 블록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원하는 블록을 선택합니다. 

3. 파일 이름 및 경로에 대상 도면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입력합니다. 

4. 단위 삽입에서 별도의 도면 파일을 삽입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를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은 0,0,0 좌표를 삽입 기준점으로 지정합니다. 

도면을 열고 블록을 재정의하여 기준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을 별도의 도면 파일로 저장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디스크에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디스크에 블록 저장(블록 정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디스크에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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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구 도구 모음에서 디스크에 블록 저장 도구를 클릭합니다. 

⚫ wblock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소스에서 전체 도면을 선택합니다. 

3. 파일 이름 및 경로에 대상 도면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입력합니다. 

4. 단위 삽입에서 별도의 도면 파일을 삽입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를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은 0,0,0 좌표를 삽입 기준점으로 지정합니다. 

도면을 열고 블록을 재정의하여 기준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별도의 도면 파일로 저장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디스크에 블록 저장( )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디스크에 블록 저장(블록 정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디스크에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디스크에 블록 저장 도구를 클릭합니다. 

⚫ wblock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소스에서 객체를 선택합니다. 

3. Base Point 에 구분하여 저장할 기준점의 x,y,z 좌표를 입력합니다. 

도면 파일을 평가하여 현재 도면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4. 현재 도면에서 직접 원본 요소를 선택합니다.  유형 또는 값별로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별도의 도면 파일이 생성된 후 현재 도면에서 선택한 요소에 대해 수행할 작업을 선택합니다. 

⚫ 유지 현재 도면에서 선택한 소스 요소를 유지합니다. 

⚫ 블록으로 변환 선택한 소스 객체를 현재 도면의 블록으로 변환합니다. 

⚫ 도면에서 삭제 현재 도면에서 선택한 소스 객체를 삭제합니다. 객체를 선택하지 않으면 별도의 

도면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6. 파일 이름 및 경로에 대상 도면 파일의 이름과 경로를 입력합니다. 만들거나 [...]를 클릭하여 

찾아보십시오. 

7. 단위 삽입에서 별도의 도면 파일을 삽입하는 데 사용되는 단위를 선택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면에 블록을 자주 포함하는 경우 가장 자주 사용하는 블록이 포함된 도구 팔레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블록 삽입 
현재 도면에 블록 및 기타 도면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삽입하면 단일 객체로 처리됩니다. 도면을 

삽입하면 현재 도면에 블록으로 추가됩니다. 그런 다음 원본 도면 파일을 다시 로드 하지 않고 블록의 

여러 인스턴스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원본 도면 파일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도면을 다시 삽입하여 

블록을 재정의하지 않는 한 이러한 변경 사항은 현재 도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4MCAD 탐색기를 

사용하여 다른 도면의 블록을 현재 도면에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두 도면을 동시에 열어야 

합니다. 블록이나 도면을 삽입할 때 삽입점, 축척 및 회전 각도를 지정해야 합니다. 블록의 삽입점은 

블록을 생성할 때 지정한 참조점 입니다. 도면을 블록으로 삽입할 때 프로그램은 지정된 삽입점을 블록 

삽입점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먼저원본 도면을 열고 블록을 재정의하여 삽입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블록 삽입 전에 블록 설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블록을 삽입하기 전에 블록 삽입 대화상자에서 삽입점, 

축척 비율 및 회전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삽입 후 블록이 원래 구성요소 요소로 다시 

분해되는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위치 지정에서 삽입할 때 블록 위치 지정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하고 적절한 좌표를 지정합니다. 블록을 즉시 분해하려면 삽입 시 분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블록을 삽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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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삽입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블록 삽입(블록 내)을 선택하거나 삽입> 블록 삽입(블록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블록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블록 도구를 클릭합니다. 

⚫ dinser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블록 삽입 대화 상자의 삽입에서 블록 이름을 클릭합니다. 

3. 블록 이름 상자에서 삽입할 블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4. 삽입을 클릭합니다. 

5. 블록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6. x, y 및 z 축척 계수와 회전 각도를 지정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전체 도면을 현재 도면에 삽입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삽입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블록 삽입(블록 내)을 선택하거나 삽입> 블록 삽입(블록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블록을 선택합니다. 

⚫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블록 도구를 클릭합니다. 

⚫ dinser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블록 삽입 대화 상자의 삽입 아래에서 파일에서를 클릭합니다. 

3. 경로와 도면 파일 이름을 입력하거나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다음에서 파일을 지정합니다. 도면 삽입 

대화상자를 열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삽입을 클릭합니다. 

5. 블록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6. x, y 및 z 축척 계수와 회전 각도를 지정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컴퓨터에서 파일을 탐색하는 동안 그림을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DRAGOPEN 시스템 변수가 0 으로 설정된 경우 .dwg 파일을 4MCAD 의 도면 영역으로 끌어 

블록으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DRAGOPEN 을 1(기본값)로 설정하면 도면이 4MCAD 에서 

열립니다. 

블록을 외부 참조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블록의 모든 항목을 외부 참조로 빠르게 변경하는 빠른 도구인 블록을 외부 참조로 변환 명령을 

사용합니다. 

블록 수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블록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하면 도면의 모든 블록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블록 편집기를 사용하여 블록 편집 

현재 도면 내에서 블록의 모든 인스턴스(instance)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작성된 블록을 

재정의하려면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새 블록을 작성합니다. 블록을 재정의하여 현재 도면의 모든 블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업데이트된 별도의 도면 파일에서 블록을 삽입한 경우 해당 블록을 다시 

삽입하여 현재 도면의 다른 모든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현재 도면에서 블록을 재정의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편집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블록 편집기(블록 정의)를 선택하거나 삽입> 블록 편집 

기(블록 정의)를 선택합니다. 

⚫ bedit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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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블록을 두 번 클릭하여 블록 편집기에서 엽니다. BLOCKEDITLOCK 시스템변수는 블록에 대한 두 번 

클릭 동작을 제어합니다. 0 으로 설정하면 블록 편집기가 열립니다. 1 로 설정하면 속성 창이 열립니다. 

2. 블록 정의 편집 대화상자에서 편집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도면 영역에서 블록을 변경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블록 편집기>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부동 도구 모음에서(리본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블록 저장을 선택합니다. 

⚫ bsave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다른 이름으로 블록 저장을 선택하여 블록을 새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편집기 닫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블록 편집기> 블록 편집기 닫기를 선택합니다. 

⚫ 부동 도구 모음에서(리본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블록 편집기 닫기를 선택합니다. 

⚫ • bclos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프로그램은 블록의 모든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도면을 다시 삽입하여 별도의 도면에서 삽입된 블록의 모든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블록 재정의 
현재 도면 내에서 블록의 모든 인스턴스(instance)를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면에서 작성된 블록을 

재정의하려면 같은 이름을 사용하여 새 블록을 작성합니다. 블록을 재정의하여 현재 도면의 모든 블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업데이트된 별도의 도면 파일에서 블록을 삽입한 경우 해당 블록을 다시 

삽입하여 현재 도면의 다른 모든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합니다. 

현재 도면에서 블록을 재정의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생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블록 생성(블록 내)을 선택하거나 삽입> 블록 생성(블록 정의 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블록> 블록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블록 만들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블록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이름의 목록에서 재정의하려는 블록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3. 블록의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4. 블록의 요소를 선택합니다. 

5.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메시지가 표시되면 예를 선택하여 블록을 재정의합니다. 

블록이 재정의되고 도면에 있는 블록의 모든 인스턴스(instance)가 업데이트됩니다. 

8. 새 블록을 유지하면서 원래 도면요소를 도면으로 복원하려면 다음을 입력합니다. 

도면을 다시 삽입하여 별도의 도면에서 삽입된 블록의 모든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275 

 

 

블록 내부 편집 

블록이 도면에 삽입된 후 4MCAD 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으며 소스 블록과 블록에 대한 모든 참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내부 편집은 블록을 찾아서 로드 할 필요 없이 블록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블록을 내부에서 편집하기 

1. Do one of the following: 

⚫ 리본에서 삽입> 제자리에서 참조 편집(참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블록 편집 또는 X-Ref In-Place> 내부 편집을 선택합니다. 

⚫ refedi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에서 편집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참조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3. 참조 이름에서 편집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4. 설정 탭을 선택하고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고유한 도면층, 스타일 및 블록 이름 만들기 변경된 도면층, 스타일 및 블록에 대해 고유한 이름을 

만들려면 선택합니다. 변경된 도면층, 스타일 또는 블록의 원래 이름에 접두어가 추가됩니다. 

변경되지 않은 도면층, 스타일 및 블록의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편집을 위한 속성 정의 표시 편집하는 동안 속성을 숨기고 속성 정의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저장 후 변경된 속성 정의는 새 블록 삽입에만 영향을 줍니다. 기존 블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블록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7. 도면의 도면요소를 블록에 추가하려면 도면요소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 블록 편집 또는 X-Ref In-Place> 작업 세트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refset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추가를 선택합니다. 

8. 블록에서 객체를 제거하려면 객체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 블록 편집 또는 X-Ref In-Place> 작업 세트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 refset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제거를 선택합니다. 

9. 블록 편집이 끝나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 블록 편집 또는 X-Ref In-Place> 참조 닫기를 선택합니다. 

⚫ refclos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10. 저장을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취소합니다. 

변경 사항이 저장되면 블록의 모든 인스턴스(instance)가 현재 도면에서 업데이트됩니다. 

분해된 블록 
삽입된 블록을 원래 구성요소 요소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분해하면 해당 블록의 단일 인스턴스만 

영향을 받습니다. 원래 블록 정의는 도면에 남아있으며 원래 블록의 추가 사본을 계속 삽입할 수 있습니다. 

속성이 포함된 블록을 분해하면 속성이 손실되지만 원래 속성 정의는 유지됩니다. 

분해는 구성 요소 객체를 다음으로 가장 단순한 복잡성 수준으로 분리합니다. 블록의 블록 또는 

폴리라인은 다시 블록 또는 폴리라인이 됩니다. 

블록을 분해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분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분해(수정에서)를 선택하거나 편집> 분해(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분해를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분해 도구를 클릭합니다. 

⚫ explod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블록을 선택합니다. 



276 C H A P T E R 

1 

 

3. 입력을 누릅니다. 

속성 작업 
속성은 블록 정의의 일부로 저장할 수 있는 특정 도면 요소입니다. 속성은 문자 기반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속성을 사용하여 부품 번호 및 가격과 같은 항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속성에는 잠금 또는 가변 값이 

있습니다. 속성이 포함된 블록을 삽입하면 프로그램에서 블록과 함께 도면에 잠금 값을 추가하고 변수 

값을 제공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속성이 포함된 블록을 삽입한 후 속성 정보를 별도의 파일로 

추출한 다음 스프레드시트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부품 리스트 또는 BOM 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속성 정보를 사용하여 특정 블록이 도면에 삽입된 횟수를 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속성은 보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숨겨진 속성은 표시되거나 인쇄되지 않지만 정보는 여전히 도면에 

저장되고 추출할 때 파일에 기록됩니다. 

속성 정의 
먼저 속성을 정의한 다음 블록 정의의 일부로 저장하여 도면에 속성을 추가합니다. 속성을 정의하려면 

이름, 프롬프트 및 기본값을 포함하여 속성의 특성을 지정합니다. 위치 및 문자 형식; 및 선택적 모드(숨김, 

잠금, 유효성 검증, 사전 정의 및 잠금). 

속성을 정의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속성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속성 정의(블록 정의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블록> 속성 정의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특성 정의 도구를 클릭합니다. 

⚫ ddattdef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속성 정의 대화 상자에서 이름, 프롬프트 및 기본값을 입력합니다.  

3. 좌표 삽입에서 속성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선택을 클릭하여 도면에서 점을 선택합니다. 

4. 속성 플래그에서 선택적 속성 모드를 선택합니다. 

5. 문자에서 문자 특성을 지정합니다. 

6. 도면에 속성을 추가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정의를 클릭하여 속성을 추가하고 다른 속성을 정의할 수 있도록 대화 상자를 활성 상태로 

유지합니다. 

⚫ 정의 및 종료를 클릭하여 속성을 추가하고 명령을 종료합니다. 

속성 정의 편집 
속성 정의를 블록과 연관시키기 전과 블록 정의의 일부로 저장하기 전에 속성 정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속성 정의를 편집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편집할 속성 정의 문자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속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속성(디스플레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속성을 선택합니다. 

⚫ 속성 정의 문자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속성을 선택합니다. 

⚫ entpro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이름, 프롬프트, 기본값 및 기타 속성별 속성을 포함한 속성을 수정합니다. 

블록에 속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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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을 정의하고 포함할 객체 중 하나로 선택한 후 속성을 블록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블록의 선택 세트에 포함할 도면요소를 묻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속성을 포함합니다. 속성이 블록에 

통합된 후 프로그램은 블록을 삽입할 때마다 메시지를 표시하므로 새 도면에 삽입할 때마다 속성에 대해 

다른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블록에 부여된 속성 편집 
도면에 삽입된 블록의 속성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블록에 부착된 속성을 편집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블록 속성 편집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블록 속성 편집(블록 정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블록 속성 편집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블록 속성 편집 도구를 클릭합니다. 

⚫ ddat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편집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블록 속성 편집 대화상자에는 선택한 블록에 부착된 모든 속성이 표시됩니다. 

3. 필요에 따라 속성 값을 편집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속성 정보 
도면에서 속성 정보를 추출하고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문자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형식 중 하나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쉼표로 구분된 형식(CDF) 블록의 각 인스턴스에 대해 쉼표로 구분된 개별 속성 필드와 함께 한 

줄을 포함합니다. 문자열 필드는 작은따옴표로 묶습니다. CDF 파일로 추출할 때 템플릿 파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SDF(공백 구분 형식) 블록의 각 인스턴스에 대해 한 줄을 포함합니다. 각 속성 필드의 길이는 

잠금되어 있습니다. 구분 기호 또는 문자열 구분 기호가 없습니다. SDF 파일로 추출할 때 템플릿 

파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DXF(Drawing Exchange Format) 삽입점, 회전 각도 및 속성 값을 포함하여 각 블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표준 DXF 파일(*.dxx 파일)의 하위집합을 만듭니다. 템플릿 파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속성을 CDF 또는 SDF 파일로 추출하기 전에 템플릿 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템플릿 파일은 추출 파일에 기록할 속성 데이터 필드를 지정하는 ASCII 문자 파일입니다. 템플릿 

파일의 각 줄은 하나의 속성 필드를 지정합니다.4MCAD 는 블록 이름, 삽입 지점의 x, y 및 z 좌표, 

삽입된 도면층 등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는 15 개의 서로 다른 필드를 인식합니다. 이러한 필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 파일에는 하나 이상의 속성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템플릿 파일의 각 줄은 필드 이름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블록 이름과 삽입점 값은 BL:로 시작해야 

합니다. 공백이 아닌 다음 문자는 C(문자열 필드를 나타냄) 또는 N(숫자 필드를 나타냄)이어야 

합니다. 이 문자 뒤에는 필드 너비(문자)를 나타내는 세 자리 숫자가 옵니다. 마지막 세 자리는 소수 

자릿수를 나타냅니다(숫자 필드의 경우). 문자 필드의 경우 마지막 세 자리는 영(000)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템플릿 파일은 다음과 유사합니다. 

템플릿 파일을 생성하기 

1. ASCII 문자 편집기(예: Microsoft® 메모장 또는 Microsoft WordPad) 또는 Microsoft Word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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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입니다. 

2. 템플릿 파일에 필요한 필드를 포함합니다. 

3. 템플릿 파일을 ASCII 문자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속성 정보를 추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속성 추출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속성 추출(블록 정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속성 추출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특성 추출 도구를 클릭합니다. 

⚫ ddattex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선택을 클릭하고 속성을 추출할 객체를 지정한 다음 키를 누릅니다. 

3. 추출된 파일의 형식을 지정합니다. 

4. CDF 및 SDF 형식의 경우 템플릿 파일을 지정합니다. 

5. 추출 출력 파일을 지정합니다. 

6. 추출을 클릭합니다. 

외부 참조 작업 
전체 도면을 현재 도면에 외부 참조로 링크할 수 있습니다. 개별 도면의 모든 도면요소를 현재 도면에 추가하는 

블록으로 도면을 삽입하는 것과 달리 외부 참조는 외부 파일에 대한 포인터를 첨부합니다. 외부 참조의 객체는 

현재 도면에 나타나지만 객체 자체는 도면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부 참조를 부착해도 현재 도면 

파일의 크기가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외부 참조 이해 
외부 참조는 도면을 블록으로 삽입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추가 기능을 제공합니다. 도면을 블록으로 

삽입하면 도면요소가 도면에 저장됩니다. 원본 도면에 대한 변경 사항은 해당 도면을 삽입한 도면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부 참조를 부착할 때 원본 도면 파일에 대한 변경 사항은 해당 파일을 

참조하는 도면에 반영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외부 참조가 포함된 도면을 열 때마다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원본 도면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도면에서 작업할 때 언제든지 외부 참조를 다시 

로드 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는 구성요소 도면에서 마스터 도면을 조합하는 데 유용합니다. 외부 참조를 사용하여 그룹의 

다른 사람들과 작업을 조정합니다. 외부 참조를 사용하면 도면 파일 크기를 줄이고 항상 최신 버전의 

도면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참조가 포함된 도면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 마스터 도면에 

첨부된 모든 외부 참조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참조가 포함된 도면을 열 때 외부 참조가 

도면에 표시되도록 소스 외부 참조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Xref Manager 를 사용하면 외부 참조를 쉽게 부착하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 첨부 
현재 도면에 별도의 도면을 부착하면 외부 참조가 작성됩니다. 외부 참조는 도면에 블록 정의로 

표시되지만 도면 요소는 현재 도면에 추가되지 않고 링크됩니다. 링크된 도면을 수정하면 외부 참조가 

포함된 현재 도면을 열 때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거나 외부 참조를 수동으로 다시 로드하여 외부 참조의 

최신 버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를 부착하면 해당 도면층, 선 종류, 문자 스타일 및 기타 요소가 현재 도면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소는 참조 파일에서도 연결됩니다.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외부 참조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첨부는 원본 파일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삽입된 도면입니다. 첨부 파일 자체에는 다른 중첩 참조 

파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를 첨부하면 파일에 포함된 모든 내포된 참조도 나타납니다. 

⚫ 오버레이는 원본 파일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삽입된 도면입니다. 오버레이를 사용하면 투명 

필름으로 수동으로 작업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다른 도면위에 도면을 놓을 수 있습니다. 중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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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참조가 포함된 도면 자체가 다른 도면의 외부 참조로 부착되거나 중첩되면 중첩이 외부 

참조의 일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면에서 참조 형상을 보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도면에 

해당 형상을 포함할 필요가 없는 경우 오버레이를 사용합니다(중첩된 외부 참조). 

외부 참조 파일의 사본을 원하는 만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각 사본은 다른 위치, 배율 및 회전 각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를 부착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참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외부 참조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xr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첨부를 클릭합니다. 

3. 외부 참조로 첨부할 도면 파일을 지정한 후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참조 유형에서 도면을 삽입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 첨부 – 도면 사본을 삽입하고 참조 도면 내에서 외부적으로 참조되는 다른 도면을 포함합니다. 

⚫ 오버레이 – 원본 도면 위에 도면 사본을 놓습니다. 외부 참조 도면의 내포된 외부 참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추가로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항목에 대해 화면에 지정을 표시한 경우 프롬프트에 따라 외부 참조를 첨부합니다. 

외부 참조 목록 보기 
외부 참조 관리자를 사용하여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현재 도면에 연결된 외부 참조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 목록 보기는 이름, 상태, 크기, 유형, 날짜 또는 저장된 경로별로 참조 목록을 정렬할 수 있는 

목록에 외부 참조를 표시합니다. 

⚫ 트리 보기는 외부 참조와 이들 간의 관계를 계층적으로 표시합니다. 트리 보기는 첨부된 외부 

참조의 중첩 관계 수준을 보여줍니다. 

외부 참조 목록을 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참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외부 참조 관리자를 누릅니다. 

⚫ xr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목록 보기 또는 트리 보기를 클릭합니다. 

외부 참조 열기 
외부 참조 관리자에서 외부 참조를 위해 원본 도면을 빠르게 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인딩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중첩된 외부 참조로 작업하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외부 참조 관리자에서 원본 도면을 열고 

변경한 다음 원본 도면을 저장하고 닫습니다. 외부 참조 관리자가 다시 표시되면 외부 참조를 다시 

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외부 참조를 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참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외부참조 관리자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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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r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열려는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외부 참조 관리자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 참조를 열려면 xopen 을 입력합니다. 

외부 참조가 열려 있는 동안 변경한 사항을 보려면 다시 로드 하십시오. 

외부 참조 제거 
Xref Man-ager 를 사용하면 현재 도면에서 외부 참조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쉽게 다시 로드 

할 수 있도록 현재 도면의 외부 참조에 대한 일부 정보를 유지하는 외부 참조를 언로드 하거나 외부 

참조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를 언로드 할 때 현재 도면에서 제거합니다. 그러나 도면층 및 선 종류와 같은 해당 요소는 

도면에 남아 있고 여전히 외부 참조 관리자에 나열됩니다. 외부 참조를 분리하면 현재 도면에서 외부 

참조와 해당 요소가 모두 제거되고 더 이상 외부 참조 관리자에 나열되지 않습니다. 

외부 참조를 제거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참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외부참조 관리자를 누릅니다. 

⚫ xr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언로드할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3. 언로드를 클릭합니다. 

외부 참조를 분리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참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외부참조 관리자를 누릅니다. 

⚫ xr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분리할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3. 분리를 클릭합니다. 

중첩된 외부 참조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도면에 직접 부착된 외부 참조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참조 다시 로드 
도면을 열거나 인쇄하면 도면의 모든 외부 참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도면이 이미 열려 있고 

참조된 도면이 수정된 경우 현재 도면을 수동으로 업데이트하여 참조된 도면의 최신 버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언로드 된 외부 참조를 다시 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참조를 다시 로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참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외부참조 관리자를 누릅니다. 

⚫ xr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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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시 로드 할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3. 다시 로드를 클릭합니다.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수정된 외부 참조에 대한 알림을 제어합니다. 

기본적으로 외부 참조가 4MCAD 외부에서 수정되면 풍선 메시지와 이벤트 로그에 알림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알림을 끄려면 XREFNOTIFY 시스템 변수를 0 으로 설정하십시오. 알림을 

켜려면 2 로 설정하세요. 

외부 참조 경로 변경 
외부 참조와 연관된 파일이 다른 디렉토리로 이동되거나 이름이 변경된 경우 프로그램은 외부 참조를 

로드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파일에 대한 링크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참조의 경로를 변경합니다. 

⚫ 4MCAD 가 검색할 추가 디렉토리를 지정합니다. 이는 새 디렉토리로 이동한 여러 외부 참조가 

있는 경우 특히 유용합니다. 

단일 외부 참조의 경로를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참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외부 참조 관리자를 누릅니다. 

⚫ xr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경로를 변경할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3. 외부 참조 경로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파일 이름이나 위치를 입력합니다.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참조 도면을 찾아 선택합니다. 

4MCAD 는 지정된 외부 참조를 자동으로 다시 로드합니다. 

외부 참조는 반복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원본 도면의 도면을 반복적으로 참조할 수 없습니다. 

도면의 모든 외부 참조에 대한 검색 경로를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참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외부 참조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xr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추가 외부 참조 검색 경로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디렉토리와 경로를 입력합니다. 여러 경로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합니다(예: c:\My 

Drawings;d:\My Drawings\Backup).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디렉터리를 찾아 선택합니다. 

4MCAD 는 지정된 디렉토리를 검색합니다. 발견된 모든 외부 참조는 자동으로 다시 로드 됩니다. 

도면에 대한 외부 참조 바인딩 
외부 참조는 도면의 일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 참조 파일에 대한 링크입니다. 외부 참조가 포함된 

도면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려면 모든 외부 참조 파일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도면을 받는 사람은 

외부 참조를 연결할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경로를 다시 생성하거나 외부 참조의 경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외부 참조가 포함된 도면 사본을 제공하려면 먼저 외부 참조를 도면에 바인딩 하는 것이 더 쉬운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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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습니다. 외부 참조를 결합하면 별도의 도면을 블록으로 삽입하는 것과 유사한 영구적인 도면의 일부가 

됩니다. 

현재 도면에 직접 부착된 외부 참조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중첩된 외부 참조를 바인딩할 수 없습니다. 

도면에 기존 외부 참조를 결합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참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외부 참조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도구를 클릭한 후 외부 참조 관리자를 누릅니다. 

⚫ xrm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바인딩할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3. 바인딩을 클릭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바인딩 외부 참조를 바인딩하고 외부 참조에 있는 도면층이나 블록과 같은 각 명명된 객체에 

대해 고유한 이름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외부 참조에 서 이름이 Electric 인 도면층은 현재 

도면에서 Xref$0$Electric 으로 이름이 지정됩니다. 현재 도면에 이미 같은 이름의 도면층이나 

블록이 있는 경우 이름이 점진적으로 변경됩니다(예: Xref$1$Electric). 

⚫ 삽입 외부 참조를 바인딩하지만 외부 참조에 있는 명명된 객체의 이름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참조에서 이름이 Electric 인 도면층은 현재 도면에서 동일한 이름인 Electric 을 

갖습니다. 현재 도면에 이름이 같은 도면층이나 블록이 있는 경우 외부 참조의 명명된 

도면요소는 현재 도면의 명명된 도면요소 특성을 사용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외부 참조 자르기 
도면을 외부 참조로 부착하면 참조된 모든 도면이 현재 도면에 표시됩니다. 그러나 외부 참조를 부착한 후 

참조 도면의 어느 부분을 표시하거나 숨길지 결정하는 자르기 경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리핑되지 않은 외부 참조를 수정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클리핑된 외부 참조를 편집, 이동 또는 복사할 

수 있습니다. 경계가 참조와 함께 이동합니다. 외부 참조에 잘린 내포된 외부 참조가 포함되어 있으면 

도면에서도 잘린 상태로 나타납니다. 

외부 참조를 자르는 것 외에도 자르기 경계를 사용하여 블록을 부분적으로 숨길 수도 있습니다. 

자르기 경계를 사용하여 잘린 외부 참조의 예. 클리핑 경계는 상단 창의 직사각형입니다. 

클리핑 경계 추가 
자르기 경계를 생성하면 참조된 도면의 표시에만 영향을 줍니다. 원래 참조 도면이나 참조된 

지오메트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르기 경계 내의 외부 참조 부분이 표시되고 외부 참조의 

나머지 부분이 숨겨집니다. 

직사각형 자르기 경계를 정의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클립(참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외부 참조 클립을 선택합니다. 

⚫ x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클립할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경우 블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 엔터를 누릅니다. 

4. Enter 키를 눌러 새 자르기 경계를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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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메시지가 표시되면 Enter 키를 눌러 기존 경계를 삭제합니다. 

6.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7. 클리핑 직사각형의 첫 번째 모서리를 정의합니다. 

8. 클리핑 직사각형의 두 번째 모서리를 정의합니다. 

선택한 외부 참조가 사각형으로 잘립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먼저 모든 외부 참조를 선택하고 선택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바로 가기 

메뉴에서 외부 참조 클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리선을 사용하여 자르기 경계를 정의하기 

1. 외부 참조를 자르려는 폴리라인을 그립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클립(참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외부 참조 클립을 선택합니다. 

⚫ x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클립할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원하는 경우 블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4. 엔터를 누릅니다. 

5. Enter 키를 눌러 새 자르기 경계를 만듭니다. 

6. 메시지가 표시되면 Enter 키를 눌러 기존 경계를 삭제합니다. 

7. 폴리라인 선택을 선택합니다. 

8. 자르기 경계로 사용할 폴리선을 선택합니다. 

자르기 경계 켜기 및 끄기 
외부 참조 자르기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자르기 경계가 꺼져 있으면 형상이 켜져 있고 잠금 해제 된 

도면층에 있는 경우 경계가 표시되지 않고 전체 외부 참조가 표시됩니다. 자르기 경계가 꺼져 있어도 

여전히 존재하며 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르기 경계 삭제는 영구적입니다. 

자르기 경계를 켜고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클립(참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외부 참조 클립을 선택합니다. 

⚫ x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3. 엔터를 누릅니다. 

4. 자르기 경계를 끄려면 끄기를 선택합니다. 기존 자르기 경계를 켜려면- 

즉, 켜기를 선택합니다. 

5. 엔터를 누릅니다. 

자르기 경계를 끄는 경우 외부 참조의 잘린 부분을 클릭하여 참조된 도면의 이전에 숨겨진 부분을 봅니다. 

XCLIPFRAME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십시오. 

XCLIPFRAME 시스템 변수가 켜져 있으면(1 로 설정) 자르기 경계 프레임을 선택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경계 삭제 

외부 참조에 대한 자르기 경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르기 경계를 삭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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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삽입> 외부 참조 클립(참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외부 참조 클립을 선택합니다. 

⚫ x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3. 엔터를 누릅니다. 

4. 삭제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5. 외부 참조의 잘린 부분을 클릭합니다. 

참조된 도면의 이전에 숨겨진 부분이 표시됩니다. 

내부에서 외부 참조 편집 
외부 참조를 도면에 삽입한 후 4MCAD 에서 직접 편집할 수 있으며 원본 도면 파일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내부 편집은 파일을 찾아 로드하지 않고도 소스 파일을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부 참조를 내부에서 편집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제자리에서 참조 편집(참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블록 편집을 선택하거나 X-Ref In-Place> 내부 편집을 선택합니다. 

⚫ refedi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에서 편집할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참조 편집 대화 상자가 표시됩니다. 

3. 참조 이름에서 편집할 외부 참조를 선택합니다. 

4. 설정 탭을 선택하고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 고유한 도면층, 스타일 및 블록 이름 만들기 변경하는 도면층, 스타일 및 블록에 대해 고유한 

이름을 만들려면 선택합니다. 변경된 도면층, 스타일 또는 블록의 원래 이름에 접두어가 

추가됩니다. 변경되지 않은 도면층, 스타일 및 블록의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 편집을 위한 속성 정의 표시 편집하는 동안 속성을 숨기고 속성 정의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저장 후 변경된 속성 정의는 새 삽입에만 영향을 줍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외부 참조의 내용을 변경합니다. 내부 편집 중에 생성된 모든 새 객체는 

외부 참조가 닫히고 저장될 때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7. 도면의 기존 객체를 외부 참조에 추가하려면 해당 객체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 블록 편집 또는 X-Ref In-Place > 작업 세트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refset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추가를 선택합니다. 

8. 외부 참조에서 객체를 제거하려면 해당 객체를 선택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 블록 편집 또는 X-Ref In-Place > 작업 세트에서 제거를 선택합니다. 

⚫ refset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제거를 선택합니다. 

9. 외부 참조 편집을 마쳤으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 블록 편집 또는 X-Ref In-Place > 참조 닫기를 선택합니다. 

⚫ refclos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10. 저장을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저장하거나 취소를 선택하여 변경 사항을 취소합니다. 

11. 외부 참조가 업데이트되고 현재 도면에 변경 사항이 표시됩니다. 

xopen 을 입력하여 외부 참조를 직접 열 수도 있습니다. 

외부 참조가 열려 있는 동안 변경한 사항을 보려면 다시 로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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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파일 형식으로 작성된 언더레이 첨부 
언더레이를 첨부하면 파일 내용의 그림 표현이 도면에 삽입됩니다. 언더레이는 이미지와 유사하며 연결 및 

자동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외부 참조와 다릅니다. 

다음 형식의 파일을 사용하여 언더레이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 PDF 형식 — Adobe® Acrobat® Reader® 및 Adobe® Acrobat 을 사용하여 볼 수 있는 휴대용 문서 

형식입니다. PDF 형식은 .pdf 파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 Autodesk® DWF 형식 — Autodesk Design Web Format (.dwf 파일과 함께 사용)은 다른 사람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 무료 Autodesk 소프트웨어 및 도구를 사용하여 검토 및 편집할 수 있도록 

도면을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DWF 형식은 .dwf 파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 DGN 형식 — Bentley Microstation 에서 사용되는 도면 파일. DGN 형식은 .dgn 파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 PCG 형식 — Autodesk® 소프트웨어 및 도구에서 사용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입니다. PCG 

형식은 .pcg 파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 RCP/RCS 형식 —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 RCP/RCS 형식은 .rcp 또는 .rcs 파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 IFC 형식 — 건물 및 건설 데이터를 위한 Industry Foundation Classes 형식의 

BIM 파일입니다. 

⚫ RVT/RFA 형식 — Autodesk Revit®에서 건물 및 건설 데이터에 사용하는 BIM 

파일입니다. 

PDF 언더레이 첨부 
.pdf 파일을 첨부하는 것은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PDF 언더레이를 첨부하기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PDF 언더레이(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PDF 언더레이를 선택합니다. 

⚫ pdfattac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첨부할 .pdf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첨부할 .pdf 파일의 페이지를 지정합니다. 

5.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6. .pdf 파일을 삽입할 축척을 입력합니다. 

7. 삽입에 사용할 회전을 입력합니다. 

DWF 언더레이 첨부 
.dwf 파일을 첨부하는 것은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DWF 언더레이를 첨부하기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DWF 언더레이(데이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DWF 언더레이를 선택합니다. 

⚫ dwfattac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첨부할 .dwf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5. .dwf 파일을 삽입할 축척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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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삽입에 사용할 회전을 입력합니다. 

DGN 언더레이 첨부 
.dgn 파일을 첨부하는 것은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DGN 언더레이를 첨부하기 

1.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DGN 언더레이(데이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DGN 언더레이를 선택합니다. 

⚫ dgnattac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첨부할 .dgn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5. .dgn 파일을 삽입할 축척을 입력합니다. 

6. 삽입에 사용할 회전을 입력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언더레이 첨부 
포인트 클라우드는 객체의 표면을 3 차원으로 나타내는 3D 포인트 세트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은 

일반적으로 3D 스캐너로 생성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pcg, .rcp 또는 .rcs 파일)을 첨부하는 것은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점 구름 언더레이를 첨부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포인트 클라우드 언더레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포인트 클라우드 언더레이(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포인트 클라우드 언더레이를 선택합니다. 

⚫ pointcloudattach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첨부 할 .pcg, .rcp 또는 .rcs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점 구름 연결 대화상자에서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5. 포인트 클라우드 파일을 삽입할 축척을 입력합니다. 

6. 삽입에 사용할 회전을 입력합니다. 

7. 삽입 후 이동하거나 회전할 수 없도록 포인트 클라우드를 잠그려면, 잠금 포인트 클라우드를 

표시합니다. 

8. 삽입 후 자동으로 점군을 확대하려면 점군으로 확대를 선택합니다. 

9. 확인을 클릭합니다. 

BIM 언더레이 부착 
BIM(빌딩 정보 모델링) 파일은 일반적으로 시각화, 설계, 분석 및 건물 시공 문서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3D 모델이 포함된 도면입니다. 다음 유형의 BIM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RVT 형식 — Autodesk Revit®에서 건물 및 구성 데이터에 사용하는 도면 파일입니다. 64 비트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rvt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RFA 형식 — Autodesk Revit®에서 일반적으로 건물 및 구성 요소를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패밀리 파일입니다. 64 비트 버전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rfa 파일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IFC 형식 — 건물 및 건설 데이터에 사용되는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형식의 

파일입니다. 

BIM 파일을 첨부하는 것은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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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언더레이를 부착한 후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도면층 BIM 파일에 도면층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BIM 파일에 대해 표시되는 창을 사용하여 

층 또는 범주를 활성화/비활성화하여 가시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BIMPANE 명령을 사용하여 

해당 창을 열고 BIMPANECLOSE 를 사용하여 창을 닫습니다. 

⚫ 객체 스냅 BIM 언더레이는 UOSNAP 시스템 변수(또는 .rvt 및 .rfa 파일의 경우 RVTOSNAP 

또는 .ifc 파일의 경우 IFCOSNAP)를 사용하여 스냅을 활성화한 경우 객체 스냅을 지원합니다. 

옵션 명령의 스냅 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분해 BIM 언더레이는 4MCAD 프리미티브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BIM 파일에 포함된 3D AEC 

객체는 4MCAD 메쉬로 변환됩니다. 모든 BIM 객체 인텔리전스가 손실되지만 지오메트리는 단순 

메쉬로 변환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유지하려면 .ifc 파일을 가져옵니다..ifc 파일을 

가져올 때 모든 도면요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건설 및 건축 도면요소는 AEC 도면요소로 

변환됩니다.  

BIM 언더레이를 첨부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BIM 언더레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BIM 언더레이(데이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BIM 언더레이를 선택합니다. 

⚫ bimattac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첨부할 .rvt, rfa 또는 .ifc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삽입점을 선택합니다. 

5. 파일을 삽입할 축척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6. 삽입에 사용할 회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이미지 작업 
4MCAD 내에서 직접 래스터 이미지를 수정하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이미지를 4MCAD 도면에 오버레이 

또는 언더레이로 로드, 편집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레임을 선택하여 4MCAD 명령과 함께 사용할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프레임은 인쇄 또는 선택 목적으로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4MCAD 는 BMP, JPG, GIF, EMF, TIF, PNG, WMF, SID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이미지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이미지 첨부 
이미지를 도면에 부착하면 이미지가 도면에 표시되지만 도면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이미지 파일은 

컴퓨터, 네트워크 또는 기타 미디어의 원래 위치에 저장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미지가 포함된 도면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 도면에 첨부된 모든 이미지 파일을 도면과 함께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지가 포함된 도면을 열 때 이미지를 도면에 표시하려면 원본 이미지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지를 첨부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첨부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이미지 첨부(데이터에서)를 선택합니다. 

⚫ 삽입> 이미지> 이미지 첨부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첨부 도구를 클릭합니다. 

⚫ imageattac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첨부할 파일을 지정한 후 열기를 클릭하세요. 

3. 필요한 경우 이미지 경로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다른 이미지 파일 위치를 입력합니다. [ > ]를 

클릭하여 이미지 경로를 저장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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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경로 — 이미지는 전체 경로를 사용하여 참조됩니다(예: c:\My Pictures\MyImage.jpg). 

현재 도면 폴더와 관련이 없는 폴더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상대 경로 — 현재 도면 폴더에 대한 상대 경로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참조합니다(예: ..\My 

Pictures\MyImage.jpg). 이미지가 현재 도면 폴더의 하위 폴더에 저장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 파일 이름만 — 현재 도면 폴더에 있는 파일 이름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참조합니다(예: 

MyImage.jpg). 이미지가 현재 도면과 동일한 폴더에 저장된 경우 이 옵션을 사용합니다. 

4. 이미지 첨부 대화 상자에서 위치, 크기, 회전, 투명도 및 자르기 옵션을 지정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NOTE 투명도는 알파 투명도를 지원하는 이미지, 즉 투명 색상으로 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색상이 있는 

이미지에 대해 작동합니다. 

5. 화면에서 지정하도록 선택한 경우 도면에서 삽입점, 축척 및 회전을 지정합니다. 

Image Manager 또는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삽입> 이미지> 

이미지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 첨부를 클릭하여 이미지를 지정한 다음 첨부하거나, 도면에 이미 있는 

다른 이미지를 빠르게 추가하려면 이미지 관리자에서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 또는 

도구> 4MCAD 탐색기를 선택하고 이미지를 외부 참조 파일로 첨부합니다. 

이미지 수정 
밝기, 대비, 페이드, 크기, 회전 또는 투명도를 변경하여 이미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원본 이미지 파일이 아닌 도면의 이미지에만 영향을 줍니다. 

선택한 단일 이미지 또는 여러 이미지를 수정하는 것 외에도 도면 내에서 이미지의 모든 항목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로고가 도면의 여러 위치에 표시되는 경우 이미지 관리자를 사용하여 

변경 사항을 한 번 지정하고 로고의 모든 항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 이동, 도면층 등과 같은 일반적인 수정을 위해 다른 4MCAD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수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이미지 관리자(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이미지> 이미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이미지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TIP 도면에서 하나 이상의 이미지를 선택한 다음 수정> 속성을 선택하여 이미지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이미지 목록에서 수정할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도면에 이미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지의 모든 항목을 수정하려면 목록에서 최상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의 단일 항목을 수정하려면 목록에서 최상위 이미지를 확장한 다음 개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3. 슬라이더를 원하는 설정으로 이동하거나 정확한 숫자를 입력하여 밝기, 대비 및 페이드를 

조정합니다. 이미지 미리보기는 변경 사항이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줍니다. 

TIP 이미지를 기본 밝기, 대비 및 페이드 설정으로 복원하려면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4. 도면 단위로 너비(X)와 높이(Y)를 변경하여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미지의 종횡비를 유지하기 위해 

너비와 높이를 함께 변경하려면 종횡비 유지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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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회전하려는 각도를 입력하여 회전을 조정합니다. (왼쪽 이미지. 0 도는 회전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6. 이미지 아래에 있는 객체를 표시하려면 투명도 사용을 선택합니다(알파 투명도를 지원하는 이미지, 

즉 투명 색상으로 볼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색상이 있는 이미지의 경우). 

7. 이미지에 클리핑 경계가 정의된 경우 클리핑 된 이미지를 표시하려면 클리핑 경계 표시를 

선택합니다. 이 옵션의 표시를 해제하면 클리핑 경계가 정의된 경우에도 전체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표시 변경 
모든 이미지가 도면에 표시되는 방식에 대해 다음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품질 — 이미지를 고해상도 또는 저해상도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 프레임 - 이미지는 가장자리에 프레임이 있거나 없는 상태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의 표시 품질 변경 

고품질은 이미지를 고해상도로 표시하며 더 많은 시스템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초안 품질은 이미지를 

저해상도로 표시하고 시스템 리소스를 더 적게 사용합니다. 품질 설정을 변경하면 도면의 모든 

이미지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이미지의 표시 품질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품질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이미지 품질(데이터 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이미지 > 이미지 품질을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품질 도구를 클릭합니다. 

⚫ 이미지 품질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높음 또는 초안을 선택합니다. 

모든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 프레임 켜기 또는 끄기 

이미지 프레임이 켜져 있으면 프레임이 도면에 있는 모든 이미지의 가장자리에 표시되고 인쇄됩니다. 

이미지 프레임이 꺼져 있으면 이미지가 프레임과 함께 표시되거나 인쇄되지 않으므로 이미지를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각 이미지 프레임은 이미지에 할당된 속성(도면층, 색상, 선 종류 등)과 함께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도면에서 배경의 일부인 경우 이미지 프레임을 끄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미지에 대해 이미지 프레임을 켜거나 끄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프레임 표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이미지 프레임 표시(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이미지 > 이미지 프레임 표시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프레임 표시 도구를 클릭합니다. 

⚫ imagefram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켜기 또는 끄기를 선택합니다. 

TIP IMAGEFRAMEMODE 를 사용하여 이미지를 표시하고 인쇄하는 동안 이미지 프레임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이미지 클리핑 
이미지의 일부만 도면에서 보이도록 이미지를 자를 수 있습니다. 보이는 부분 (또는 반전된 클립의 경우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직사각형 또는 다각형 모양일수 있습니다. 

이미지 클리핑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클리핑을 끄면 이미지가 켜져 있고 잠금 헤제된 

도면층에 있는 경우 전체 이미지가 표시됩니다. 그러나 클리핑 정보는 유지되며 언제든지 클리핑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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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에서 클리핑을 삭제하면 클리핑이 영구적으로 제거되지만 이미지 자체는 도면에 남아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미지 자르기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미지를 자르기 

1.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 프레임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지> 이미지 프레임 표시를 선택한 다음 켜기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클립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이미지 자르기(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이미지> 이미지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자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image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자르려는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새 자르기 경계를 만듭니다. 

5.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클립을 반전시키려면, 즉 내부 영역을 숨깁니다. 

경계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하기 전에 클립 반전을 선택하십시오. 

6. 클리핑 직사각형의 첫 번째 모서리를 정의합니다. 

7. 클리핑 직사각형의 반대쪽 모서리를 정의합니다. 

클리핑 직사각형 내에 있는 이미지 부분만 표시됩니다. 

다각형 모양의 이미지 자르기 

다각형 모양으로 이미지를 자르기 

1.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 프레임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지> 이미지 프레임 표시를 선택한 다음 켜기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클립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이미지 자르기(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이미지 > 이미지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자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image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자르려는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4. 메시지가 표시되면 새로 만들기를 선택하여 새 자르기 경계를 만듭니다. 

5. 다각형을 선택합니다. 클립을 반전시키려면, 즉 내부 영역을 숨깁니다. 

경계에서 다각형을 선택하기 전에 클립 반전을 선택하십시오. 

6. 다각형의 점을 선택한 다음 다각형이 완성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클리핑 폴리곤 내에 있는 이미지의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클리핑 켜기 또는 끄기 

이미지에 대한 클리핑을 켜거나 끄기 

1.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 프레임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지 > 이미지 프레임 표시를 선택한 다음 켜기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클립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 이미지 자르기(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 이미지 > 이미지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자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image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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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클리핑을 켜거나 끄려는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4. 켜기 또는 끄기를 선택합니다. 

이미지에서 클리핑 제거 

이미지에서 클리핑을 제거하기 

1.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미지 프레임이 켜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미지 > 이미지 프레임 표시를 선택한 다음 켜기를 선택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클립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 이미지 자르기(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 이미지 > 이미지 자르기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자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imagecli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클리핑을 제거할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4. 삭제를 선택합니다. 

이미지 제거 및 다시 로드 
이미지를 포함하는 것이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미지 프레임만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표시되도록 이미지를 언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언로드 된 이미지를 인쇄하려면 인쇄하기 

전에 다시 로드하십시오. 원본파일에 새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이미지를 다시 로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언로드하고 다시 로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 이미지 관리자(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 이미지 > 이미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이미지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이미지 목록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도면에 이미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지의 모든 항목을 언로드하거나 다시 로드하려면 목록에서 최상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의 단일 항목을 언로드하거나 다시 로드하려면 목록에서 최상위 이미지를 확장한 다음 

개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지를 언로드하여 외부 가장자리만 표시하려면 언로드를 클릭합니다. 

⚫ 내용이 표시되고 인쇄되도록 이미지를 다시 로드하려면 다시 로드를 클릭합니다. 

이미지 경로 변경 
이미지와 연결된 파일의 이름이 바뀌거나 다른 위치로 이동하면 프로그램은 

이미지를 로드 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미지의 경로를 변경하여 

파일에 대한 링크를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의 경로를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이미지 관리자(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이미지> 이미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이미지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이미지 목록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도면에 이미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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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의 모든 항목에 대한 경로를 변경하려면 목록에서 최상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의 단일 발생 경로를 변경하려면 목록에서 최상위 이미지를 확장한 다음 개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3. [...]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새 이름이나 새 위치에 있는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5. 경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미지 삭제 
도면에서 이미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도면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삭제하면 도면과 

이미지 관리자 대화 상자의 이미지 목록에서 이미지가 제거됩니다. 

이미지를 삭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이미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 이미지 관리자(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 이미지 > 이미지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 도구 모음에서 이미지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이미지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이미지 목록에서 삭제할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도면에 이미지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이미지의 모든 항목을 삭제하려면 목록에서 최상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이미지의 단일 항목을 삭제하려면 목록에서 최상위 이미지를 확장한 다음 개별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3. 분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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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인쇄 
도면 사본을 작성한 그대로 인쇄하거나 서식을 추가하고 인쇄 제어를 지정하여 도면이 인쇄될 때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양이나 레이아웃이 다른 여러 개의 인쇄된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하나의 인쇄된 도면과 생산 계약자 

를 위한 몇 가지 다른 변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각 유형의 인쇄된 도면에 대해 축척, 인쇄할 영역, 

인쇄 스타일 표 등을 포함하여 해당 특성을 정의하는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즉시 인쇄를 시작하십시오. 

⚫ 레이아웃 탭의 도면 공간에서 여러 레이아웃을 인쇄하도록 도면을 설정합니다. 

⚫ 도면을 인쇄할 때 원하는 모양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 인쇄 스타일을 사용하여 도면을 추가로 인쇄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 도면을 인쇄하거나 플롯합니다. 

⚫ 도면을 게시합니다. 

인쇄 시작하기 
도면을 작성할 때 대부분의 작업은 모형 탭에서 수행합니다. 언제든지 도면을 

인쇄하여 종이에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를 시작한 다음 나 

중에 레이아웃과 사용자 정의 인쇄 설정을 만들어 인쇄 출력을 향상시키는 것 

은 쉽습니다. 

인쇄를 시작하기 

1. 모델 탭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인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쇄를 선택하거나 출력>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인쇄 도구를 클릭합니다. 

⚫ 인쇄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인쇄를 클릭합니다. 

이 섹션에는 도면의 축척, 인쇄 영역, 인쇄 스타일 테이블 등과 같은 많은 인쇄 옵션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qprin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현재 뷰포트를 인쇄합니다. 

인쇄 대화 상자를 건너뛰고 도면이 선택한 프린터로 직접 전송됩니다. 

인쇄 레이아웃 정의 
도면을 생성한 모델 탭에서 직접 도면을 인쇄하거나 레이아웃 탭에서 인쇄할 사용자 정의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모형 탭에서 인쇄할 때 도면이 표시되는 그대로 인쇄하거나 치수, 레그 엔드 또는 제목 블록을 추가하여 

인쇄하기 전에 도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인쇄 레이아웃이 필요한 경우 일반적으로 인쇄에 레이아웃 탭을 사용합니다. 

도면을 한 방향으로만 인쇄하려는 경우에도 인쇄에 레이아웃 탭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쇄된 도면에 많은 양의 문자를 포함하려는 경우 모델 탭에서 작업하는 동안 도면이 복잡하지 않도록 

문자를 레이아웃 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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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아웃 이해 
도면을 작성할 때 대부분의 작업은 모형 탭에서 수행합니다. 작성하는 각 도면에는 도면 사본을 인쇄할 

용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다양한 레이아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 레이아웃은 레이아웃 탭에서 

생성됩니다. 

도면을 인쇄하려는 각 방법에 대해 별도의 레이아웃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사용하면 다양한 

보기를 구성하여 도면 인쇄의 어느 부분과 어떤 배율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쇄하기 전에 도면 인쇄 방법을 제어하는 추가 객체 및 레이아웃 설정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항목은 모델 탭이 아닌 레이아웃 탭에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레이아웃에는 모델과 함께 인쇄되는 치수, 

제목 블록, 범례 또는 키노트가 포함될 수 있지만 모델 탭에서 모델로 작업할 때 화면이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다음 일반 단계를 사용하여 여러 레이아웃을 인쇄하기 위해 도면을 준비합니다. 

1. 모델 탭에서 도면을 생성합니다. 

2. 새로운 레이아웃을 생성합니다. 기존 Layout1 또는 Layout2 탭을 사용하거나 새 Layout 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523 페이지의 "새 레이아웃 생성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레이아웃 탭에서 레이아웃 뷰포트를 하나 이상 생성합니다. 각 뷰포트를 사용하여 도면의 어느 

부분을 어떤 축척으로 인쇄할지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526 페이지의 

"레이아웃 뷰포트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4. 다음과 같이 특정 레이아웃에 필요할 수 있는 추가 항목을 포함합니다. 

5. 도면의 축척, 인쇄 영역, 인쇄 스타일 표 등과 같은 레이아웃에 대한 추가 설정을 지정합니다.  

6. 도면을 인쇄하거나 플롯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558 페이지의 "그림 인쇄 또는 플로팅"을 

참조하십시오. 

도면 공간 및 모형 공간 이해 
도면 세션을 시작할 때 초기 작업 영역을 모형 공간이라고 합니다. 모형 공간은 WCS(세계 좌표계) 또는 

UCS(사용자 좌표계)를 기반으로 2 차원 및 3 차원 객체를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모형 탭을 사용하는 동안 

모형 공간을 보고 작업합니다. 

이 영역의 보기는 화면을 채우는 단일 뷰포트입니다. 모델 탭에서 뷰포트라고 하는 추가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뷰포트는 타일 방식으로 표시되는 동일하거나 다른 2 차원 또는 3 차원 뷰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델 탭에서 한 번에 이러한 뷰포트 중 하나만 작업할 수 있으며 현재 뷰포트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뷰포트가 있는 모형 공간. 

4MCAD 는 종이 공간이라는 추가 작업 영역을 제공합니다. 도면 공간의 내용은 도면의 용지 배치를 

나타냅니다. 이 작업 영역에서는 종이에 모델의 상세도면이나 직교 뷰를 정렬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모델의 다양한 뷰를 생성하고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면 공간에 치수, 키 노트, 주석, 

경계, 제목 블록 및 기타 인쇄 관련 도면요소를 추가할 수 있으므로 모형 공간에서 모형으로 작업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치 탭을 사용하는 동안 도면 공간에서 보고 작업합니다. 도면 공간에서 작성하는 각 뷰 또는 배치 

뷰포트는 모형 공간에서 도면의 창을 제공합니다. 하나이상의 배치 뷰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뷰포트를 화면의 아무 곳에나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자리는 닿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모두 인쇄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인쇄하기 위해 종이 공간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 프린터 구성 파일, 인쇄 스타일 테이블, 선가중치 설정, 도면 축척 등과 같이 각 레이아웃과 

함께 저장한 다른 인쇄 설정으로 동일한 도면을 인쇄합니다. 

⚫ 키 노트 또는 주석과 같이 모델 자체에 필수적이지 않은 인쇄 관련 객체를 추가하여 모델 탭의 

모델 공간에서 모델로 작업할 때 혼란을 줄입니다. 

⚫ 단일 레이아웃의 경우 다른 보기와 축척으로 모델을 인쇄하는 여러 레이아웃 뷰포트를 

생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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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 간에 도면요소를 복사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정> 공간 변경을 선택한 다음 복사하거나 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으로 또는 모형 공간에서 도면 

공간으로 이동할 도면요소를 선택합니다. 

도면 공간 및 모형 공간에서 도면 보기 
배치 탭의 도면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도 모형 공간에서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도면 공간에 

배치 뷰포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 도면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배치 뷰포트 내에서 모형 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모형 공간 도면요소를 수정하고 스냅 할 수 있으며 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 도면요소로 스냅 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 도면요소로 스냅하면 

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 도면요소의 치수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델 탭에서 

객체를 수정하는 것이 더 편리하지만 레이아웃 탭의 레이아웃 뷰포트에서 수정하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창이나 뷰포트를 사용하지 않는 한 모형 공간이나 도면 공간에서 도면을 줌 하거나 초점이동하면 

전체 도면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도면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 배치 뷰포트에서 초점이동 및 줌하는 동안 

뷰포트 축척 및 뷰 중심이 변경되지 않도록 배치 뷰포트를 잠글 수 있습니다. 

모형 탭의 모형 공간에서 도면을 보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모형/도면 공간 토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모형을 선택합니다. 

배치 탭의 도면 공간에서 도면을 보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레이아웃 탭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레이아웃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프롬프트 상자에서 설정을 선택합니다. 현재로 만들 

레이아웃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모형/도면 공간 토글을 두 번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상태 표시줄에서 "모델" 또는 

"M:탭 이름"을 두 번 클릭하여 도면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 레이아웃 탭을 사용하는 동안 pspac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레이아웃 탭을 사용하는 동안 레이아웃 뷰포트 외부를 두 번 클릭합니다. 

배치 탭에서 모형 공간의 도면을 보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원하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한 다음 레이아웃 뷰포트를 생성하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526 페이지의 "레이아웃 뷰포트로 작업하기"를 참조하십시오. 

⚫ 상태 표시줄에서 모형/도면 공간 토글을 두 번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상태 표시줄에서 "P:Tab 

Name"을 두 번 클릭하여 현재 배치 탭의 모형 공간으로 전환합니다. 

⚫ mspac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레이아웃 탭을 사용하는 동안 레이아웃 뷰포트 내부를 두 번 클릭합니다. 

모형 및 배치 탭 표시 
원하는 경우 모델 및 레이아웃 탭을 숨길 수 있습니다. 모델 탭에서만 작업하거나 명령 모음과 상태 

표시줄을 사용하여 탭 간에 전환하는 경우 탭을 숨길 수 있습니다. 

모형 및 배치 탭 표시를 켜거나 끄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모델 및 레이아웃 탭(디스플레이)을 선택합니다. 

⚫ 보기> 표시> 모델 및 레이아웃 탭을 선택합니다. 

⚫ 도구> 옵션> 탭 표시를 선택하고 탭 표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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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레이아웃 만들기 
4MCAD 에서는 단일 도면에 대해 여러 레이아웃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레이아웃은 종이 한 장을 

나타냅니다. 각 배치에 대해 인쇄 영역, 인쇄 스타일, 인쇄 축척, 선가중치 축척, 펜 매핑을 지정하고 

배치에 특정한 뷰포트, 치수, 제목 블록 및 기타 형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도면 공간의 배치에 추가한 도면요소는 모형 공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각 레이아웃에는 새 레이아웃을 

생성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하나 이상의 레이아웃 뷰포트가 필요합니다. 이 뷰포트는 도면의 모형 공간 

도면요소를 표시합니다. 

새 도면을 작성할 때 도면에는 Layout1 및 Layout2 라는 두 가지 기본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기본 배치 중 하나를 사용하여 시작하거나, 직접 작성하거나, 다른 템플릿(.dwt) 파일, 도면(.dwg) 파일 

또는 도면 교환(.dxf) 파일에서 새 배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MCAD Explorer 를 사용하여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각 도면에는 최대 255 개의 레이아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1 또는 레이아웃 2 탭을 사용하여 새 레이아웃을 생성하기 

1. 레이아웃 1 또는 레이아웃 2 탭을 클릭합니다. 

2. 필요한 경우 레이아웃 뷰포트를 하나 이상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작업 

이 장의 530 페이지의 레이아웃 뷰포트"를 참조하십시오. 

3. 원하는 경우 레이아웃의 이름을 바꿉니다. 자세한 내용은 529 페이지의 "레이아웃 이름을 바꾸려면"을 

참조하십시오. 

새 레이아웃 탭을 사용하여 새 레이아웃을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새 레이아웃 

⚫ 리본에서 보기> 새 레이아웃(레이아웃에서)을 선택합니다. 

⚫ 삽입> 레이아웃> 새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레이아웃 도구 모음에서 새 레이아웃 도구를 클릭합니다. 

⚫ 레이아웃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새로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2. 레이아웃의 고유한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이름의 길이는 최대 255 자이며 문자, 숫자, 달러 기호($), 하이픈(-), 밑줄(_) 또는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 레이아웃 뷰포트를 하나 이상 설정합니다.  

기존 파일에서 새 레이아웃을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템플릿에서 레이아웃을 선택하기 

⚫ 리본에서 보기> 템플릿의 레이아웃(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레이아웃> 템플릿의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 레이아웃 도구 모음에서 템플릿의 레이아웃 도구를 클릭합니다. 

⚫ 레이아웃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 레이아웃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템플릿을 선택합니다. 

2. 다음을 포함하는 원하는 템플릿, 도면 또는 도면 교환 파일을 선택합니다. 

원하는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3. 레이아웃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레이아웃 이름을 선택하는 동안 Ctrl 키를 누르면 

여러 레이아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의 레이아웃 재사용 
이미 생성한 레이아웃을 재사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동일한 도면 내에서 원하는 대부분의 설정이 

포함된 배치의 복사본을 만든 다음 새 복사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 도면을 생성할 때 다시 사용하고 

싶은 레이아웃을 생성했다면 레이아웃을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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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이아웃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복사를 선택합니다. 

3. 복사할 레이아웃의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새 레이아웃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배치를 도면 템플릿으로 저장하기 

1. 레이아웃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저장을 선택합니다. 

3. 저장할 레이아웃의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템플릿의 파일 이름과 위치를 지정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레이아웃을 템플릿으로 저장한 후 새 도면을 작성할 때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템플릿의 

레이아웃을 다른 도면으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도면의 배치 관리 
배치 이름을 바꾸고 배치를 삭제하고 도면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배치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이 표시되는 순서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 탭은 항상 잠금되어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이 숨겨져 있을 때 레이아웃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꾸려면 레이아웃을 

입력하여 변경하거나 보기> 표시> 모델 및 레이아웃 탭을 선택하여 탭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의 이름을 바꾸기 

1. 이름을 변경할 레이아웃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레이아웃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름의 길이는 최대 255 자이며 문자, 숫자, 달러 기호($), 하이픈(-), 밑줄(_) 또는 임의의 조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삭제하기 

1. 삭제할 레이아웃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세요. 

2. 확인을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모델 탭이나 마지막으로 남은 레이아웃 탭은 삭제할 수 없습니다. 

모델 탭이나 레이아웃 탭에서 모든 지오메트리를 삭제하려면 먼저 모든 지오메트리를 선택한 다음 지우기 

명령을 사용합니다. 

레이아웃 탭을 재정렬하기 

1. 이동할 레이아웃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오른쪽으로 이동을 선택한 다음 새 위치를 선택합니다. 

⚫ 왼쪽으로 이동을 선택한 다음 새 위치를 선택합니다. 

모든 레이아웃 목록을 보기 

1. 레이아웃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를 선택합니다. 모든 레이아웃을 나열합니다. 

3. s 를 입력하거나 Enter 를 눌러 레이아웃을 스크롤합니다. 

레이아웃 뷰포트 작업 
배치 뷰포트는 도면의 모형 공간 도면요소의 전체 또는 일부를 표시하는 배치탭(도면 공간)의 창입니다. 

배치 뷰포트 이해 

모델 탭에서 드로잉 작업을 시작하면 모델의 단일 보기로 구성됩니다. 도면공간을 여러 창으로 나누어 

추가 뷰를 생성했을 수 있습니다. 각 창은 모델탭의 별도 뷰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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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레이아웃 탭에서 도면 작업을 시작하면 모델의 도면 공간에서 단일 보기로 구성됩니다. 

모델의 고유한 보기를 표시하는 여러 레이아웃 보기포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 배치 뷰포트는 

모형 공간 도면의 창 역할을합니다. 각 창은 다음 창과 다르게 보입니다. 각 배치 뷰포트의 뷰 중심, 

축척, 도면층 가시성 및 내용을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각 배치 뷰포트는 이동, 복사 또는 삭제할 수 

있는 별도의 도면요소로 작성됩니다. 치 뷰포트를 클릭하여 현재 뷰포트로 만든 다음 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도면요소로 스냅하는 동안에도 해당 뷰포트에서 모형 공간 도면요소를 추가하거나 

수정합니다. 한 배치 뷰포트에서 변경한 사항은 다른 뷰포트에서 즉시 볼 수 있습니다(다른 배치 

뷰포트가 도면의 해당 부분을 표시하는 경우).현재 뷰포트에서 확대/축소 또는 이동하면 해당 

뷰포트에만 영향을 줍니다.이 섹션에서는 배치 탭의 도면 공간에서 배치 뷰포트 작업에 중점을 둡니다. 

배치 뷰포트 작성 
배치 탭으로 처음 전환하면 모형이 기본 배치 뷰포트에 표시됩니다. 도면 영역 내부의 아무 곳에나 다른 

배치 뷰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뷰포트의 수와 뷰포트의 배열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배치 뷰포트를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레이아웃 뷰포트(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레이아웃 뷰포트(레이아웃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뷰포트> 레이아웃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뷰포트 도구 모음에서 레이아웃 뷰포트 도구를 클릭합니다. 

⚫ mview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두 개의 반대 모서리를 지정하여 사용자 지정 직사각형 뷰포트를 생성하거나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보기에 맞추기 — 화면을 채우는 레이아웃 뷰포트를 만듭니다. 

⚫ 객체 — 닫힌 객체를 레이아웃 뷰포트로 변환합니다. 원, 타원, 닫힌 폴리선, 스플라인 또는 영역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 다각형 — 직사각형이 아닌 레이아웃 뷰포트를 만듭니다. 

⚫ 2 개의 뷰포트 생성, 3 개의 뷰포트 생성, 4 개의 뷰포트 생성 — 지정한 방향을 사용하여 2 개, 3 개 

또는 4 개의 레이아웃 뷰포트를 생성합니다. 현재 그래픽 영역을 채우도록 뷰포트를 정렬할지 

지정하는 직사각형 영역을 정렬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 배치 뷰포트의 경계가 현재 도면층에 생성됩니다. 

배치 뷰포트를 생성하기 전에 새 도면층을 생성한 다음 배치 뷰포트를 생성한 후 해당 도면층을 끄면 배치 

뷰포트 경계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배치 뷰포트의 경계를 선택하려면 배치 뷰포트를 재정렬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해당 도면층을 다시 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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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레이아웃 뷰포트를 생성하거나 그래픽 영역을 수직(A) 또는 수평(B)으로 배열된 두 개의 뷰포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개의 뷰포트가 왼쪽(C), 오른쪽(D), 위(E), 아래(F), 세로(G) 또는 가로(H)로 배열됩니다. 4 개의 뷰포트(I). 

레이아웃 뷰포트 보기 및 크기 조정 
여러 배치 뷰포트를 작성한 경우 시스템 성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배치 뷰포트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배치 뷰포트를 끄더라도 뷰포트 또는 해당 내용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디스플레이를 끕니다. 또한 축척 비율을 지정하여 배치 뷰포트 내에서 항목을 보는 방법을 변경할 

수있습니다. 축척 비율은 배치 뷰포트 내에서 크거나 작은 모형 공간 도면요소가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합니다. 

배치 뷰포트에서 작업하는 동안 뷰포트 최대화 명령을 사용하여 뷰를 전체 크기로 확대하고 모형 공간을 

에뮬레이트 하여 해당 뷰의 형상에 대해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뷰포트 최소화 명령을 

사용하여 배치 뷰포트의 원래 축척 및 중심점으로 다시 전환합니다. 

배치 뷰포트를 켜거나 끄기 

1. 원하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세요.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배치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배치 뷰포트(레이아웃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뷰포트> 레배치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뷰포트를 클릭한 후 배치 뷰포트를 누릅니다. 

⚫ mview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켜기 또는 끄기를 선택합니다. 

4. 켜거나 끌 배치 뷰포트의 가장자리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배치 뷰포트를 최대화하기 

1. 레이아웃 탭에서 배치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또는 현재 배치 뷰포트를 최대화하려면 이 단계를 

건너뛰십시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뷰포트 최대화(모델 뷰포트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뷰포트> 뷰포트 최대화를 선택합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뷰포트 최대화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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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max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배치 뷰포트가 확대됩니다. 

배치 뷰포트를 최소화하려면(최대화된 경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뷰포트 최소화>모델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뷰포트> 뷰포트 최소화를 선택합니다. 

⚫ 상태 표시줄에서 뷰포트 최소화를 클릭합니다. 

⚫ vpmi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배치 뷰포트가 원래 축척 및 중심점으로 돌아갑니다. 

배치 뷰포트 축척을 변경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속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속성(디스플레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속성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속성 도구를 클릭합니다. 

⚫ entpro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레이아웃 뷰포트의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3. 사용자 축척에서 모형 공간 도면요소를 보려는 축척을 입력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배치 뷰포트 축척의 축척을 보고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List Viewport Scale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Tools > List Viewport Scale(레이아웃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Tools > 레이아웃 > List Viewport Scale 을 선택합니다. 

⚫ vpscal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배치 뷰포트의 가장자리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뷰포트 축척(도면 공간에서 모형 공간으로)이 명령 모음에 표시됩니다. 

도면 공간을 기준으로 모형 공간 도면요소의 축척을 변경하기 

1.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뷰포트를 클릭하여 현재로 만듭니다. 

3. 보기> 확대/축소> 확대/축소를 선택합니다. 

4. 축척 비율에 접미사 xp 를 추가하여 도면 공간에 상대적인 줌 축척 비율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예를 들어 모형 탭의 뷰포트에 있는 도면요소 축척을 도면 공간 단위 크기의 두 배로 늘리려면 

2xp 를 입력합니다. 축척을 도면 공간 단위 크기의 절반으로 줄이려면 .5xp 를 입력합니다. 

배치 뷰포트를 동기화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뷰포트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Express 도구> 뷰포트 동기화(레이아웃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Express 도구> 레이아웃> 뷰포트 동기화를 선택합니다. 

⚫ vpsync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확대/축소 비율이 있는 마스터 레이아웃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3. 마스터 뷰포트와 정렬할 뷰포트를 하나 이상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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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뷰포트 수정 
배치 뷰포트를 작성한 후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 탭에서 객체 스냅을 사용하여 뷰포트 

경계에 스냅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도면 요소와 마찬가지로 레이아웃 뷰포트를 복사, 삭제, 이동, 축척 및 

늘일 수 있습니다.또한 배치 뷰포트에서 초점이동 또는 줌하는 동안 모형 공간에서 뷰포트 축척 및 뷰 

중심이 변경되지 않도록 배치 뷰포트를 잠글 수 있습니다. 배치 탭에서 모형 공간 도면요소에 대해 

작업하는 경우 배치 뷰포트를 잠그면 배치 뷰포트 축척 및 뷰 중심을 지속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각 뷰포트에 UCS 를 할당하면 배치 뷰포트 간에 빠르게 전환하고 다른 UCS 를 즉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복잡한 3D 모델을 생성할 때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배치 탭에서 배치 뷰포트를 수정해도 배치 뷰포트 내의 모형 공간 도면요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배치 뷰포트 특성을 수정하기 

1. 원하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세요.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속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속성(디스플레이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속성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속성 도구를 클릭합니다. 

⚫ entpro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수정할 배치 뷰포트의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4. 뷰포트의 중심점, 너비 또는 높이를 조정합니다. 

5. 사용자 축척에서 모형 공간 도면요소를 보려는 축척을 입력합니다. 

6. Display Locked 에서 True 를 선택하여 뷰포트 축척을 잠그고 모델에서보기 

7. 각 배치 뷰포트에 대해 고유한 UCS 를 사용하려면 뷰포트당 UCS 를 표시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수정할 배치 뷰포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델 탭에서 뷰포트를 클릭하면 해당 뷰포트가 활성화되어 수정할 수 없습니다. 

클리핑 배치 뷰포트 

레이아웃 탭에서 뷰포트의 일부만 보이도록 레이아웃 뷰포트를 자를 수 있습니다. 새 다각형이나 기존 원, 

타원, 닫힌 스플라인, 닫힌 폴리선 또는 영역의모양으로 배치 뷰포트를 자를 수 있습니다. 

배치 뷰포트에서 클리핑을 삭제하면 클리핑이 영구적으로 제거되지만 뷰포트 자체와 해당 내용은 도면에 

남아 있습니다. 

기존 요소의 모양으로 레이아웃 표시 영역을 자르기 

1.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레이아웃 표시 영역을 선택합니다. 

2. vpclip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도면에서 기존 원, 타원, 닫힌 스플라인, 닫힌 폴리선 

새 다각형 모양으로 배치 뷰포트를 자르기 

1.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레이아웃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2. vpclip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Enter 키를 눌러 새 자르기 경계를 만듭니다. 

4. 클리핑 폴리곤의 첫 번째 점을 정의합니다. 

5. 추가 점을 정의합니다. 

6.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자르기 경계를 삭제하기 

1.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레이아웃 뷰포트를 선택합니다. 

2. vpclip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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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인쇄 설정 사용자 정의 및 재사용 
대부분의 도면은 원하는 방식으로 인쇄하기 위해 인쇄 설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인쇄할 때마다 인쇄 설정을 

조정할 수 있지만 페이지 설정을 생성하여 인쇄설정을 저장하고 도면의 다른 레이아웃에 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가 필요한 도면의 여러 관점이 있는 경우 페이지 설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인쇄 방법입니다. 

페이지 설정 작업 
페이지 설정은 특정 모델 또는 레이아웃에 대한 프린터 정보를 저장하므로 도면을 인쇄할 때마다 인쇄 

설정을 완전히 재구성할 필요가 없고 도면의 각 관점이 계획대로 인쇄되도록 합니다. 

모형 또는 배치에 페이지 설정 지정 
모델 탭의 기본 모델과 레이아웃 탭의 다양한 인쇄 레이아웃에는 모두 고유한인쇄 설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모델 및 각 레이아웃에 별도의 페이지 설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레이아웃이 동일한 인쇄 

설정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레이아웃에 동일한 페이지 설정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을 모델이나 레이아웃에 할당한다고 해서 항상 지정된 설정으로 인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지 설정에 대해 지정된 모든 인쇄 설정은 인쇄 시 무시할 수 있습니다. 

모형 또는 배치에 페이지 설정을 지정하기 

1.  페이지 설정을 할당할 모델 탭 또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합니다. 

2. 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출력>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하세요. 

4.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쇄 시 페이지 설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 대화 상자에서 인쇄를 클릭하기 전에 페이지 설정 목록에서 다른 페이지 설정을 선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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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상 모델 또는 레이아웃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현재 페이지 설정이 할당됩니다. 

B. 대화 상자를 열기 전에 모델 탭을 보았는지 레이아웃 탭을 보았는지에 따라 모든 모델 페이지 설정 또는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목록을 표시합니다. 

C. 현재 선택된 페이지 설정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D. 현재 선택된 페이지 설정을 삭제하려면 클릭하세요. 

E. 현재 설정을 수정하려면 클릭하세요. 

F. 새 페이지 설정을 만들려면 클릭합니다. 

G. 현재 선택한 페이지 설정을 현재 레이아웃에 할당하려면 클릭합니다. 

H. 현재 설정을 수정하려면 클릭하세요. 

I. 새 페이지 설정을 만들려면 클릭합니다. 

J. 현재 선택한 페이지 설정을 현재 레이아웃에 할당하려면 클릭합니다. 

페이지 설정 만들기 
두 가지 유형의 페이지 설정이 있습니다. 

⚫ 모델 페이지 설정 - 모델 탭에서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 설정을 포함합니다. 

⚫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 — 레이아웃 탭에서 하나 이상의 레이아웃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 설정을 

포함합니다. 

4MCAD 는 모델 페이지 설정과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의 두 가지 기본 페이지설정과 함께 제공됩니다. 

도면에 필요한 만큼 두 유형의 추가 페이지 설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 설정은 페이지 크기, 

기본 프린터 또는 플로터, 페이지 방향, 인쇄 배율 등을 포함하여 인쇄의 여러 측면을 지정합니다. 

페이지 설정을 만들기 

1. 모델 페이지 설정을 생성하려면 모델 탭을 클릭하세요.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을 생성하려면, 레이아웃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출력>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추가를 클릭합니다. 

기존 페이지 설정의 인쇄 설정을 기반으로 새 페이지 설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기존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추가를 클릭합니다. 새 페이지 설정은 기존 페이지 설정의 인쇄 

설정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4. 페이지 설정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원하는 인쇄 옵션을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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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을 생성하는 경우 "레이아웃"을 표시 

하거나 모델 페이지 설정을 생성하는 경우 "모델". 

B. 페이지 설정 이름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입력합니다. 

C. 선택한 프린터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려면 클릭합니다. 

D. 프린터를 선택하고 세부 정보를 봅니다. 

E. 선택한 용지가 지원하는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F. 미리 정의된 인쇄 배율을 선택하거나 사용자 정의 

G. 지정된 인쇄 영역을 현재 인쇄 영역에 맞게 선택합니다. 

H. 인쇄된 인치 또는 인쇄된 밀리미터에 대한 도면 단위의 비율을 입력하여 인쇄 영역에 대한 사용자 정의 축척을 

지정합니다. 

I. 클릭하여 도면 단위와 용지 크기를 지정합니다. 

J. 인쇄된 페이지의 인쇄 영역을 중앙에 맞추려면 선택합니다. 

K.  원점을 지정하기 위해 x 및 y 좌표를 입력합니다. 

L. 인쇄할 도면 영역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M. 인쇄할 직사각형 영역의 마주보는 두 모서리의 x 및 y 좌표를 입력하거나 인쇄 영역 선택을 클릭하여 도면 창에서 

좌표를 지정합니다. (인쇄 대상에서 창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수 있습니다. 

N. 도면을 거꾸로 인쇄하려면 선택하십시오. 

O. 세로(세로) 또는 가로(가로) 선택 

P. 선가중치 및 인쇄 스타일을 인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Q. 도면 공간 객체가 인쇄되지 않도록 하려면 선택합니다. 

R. 인쇄 후 도면 공간 객체를 인쇄하려면 선택하십시오. 

S. 레이아웃을 볼 때 인쇄 스타일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T. 할당된 선가중치를 사용하여 도면요소를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선가중치 인쇄를 끄면 도면요소가 기본 윤곽선으로 

인쇄됩니다.  

U. 음영 처리된 뷰포트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품질과 DPI 는 현재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V. 인쇄 시 적용할 인쇄 스타일 표를 선택하거나 없음을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여 선택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수정합니다. 

기존 페이지 설정 수정 
페이지 설정과 관련된 인쇄 설정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페이지 설정이 할당된 각 레이아웃 또는 모델을 

인쇄할 때 설정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아웃 인쇄 설정에 대한 설정을 변경하면 해당 인쇄 설정에 

할당된 모든 레이아웃이 새 설정을 사용하여 인쇄됩니다. 

기존 페이지 설정을 수정하기 

1. 모델 페이지 설정을 수정하려면 모델 탭을 클릭하세요. 레이아웃 페이지를 

설정하려면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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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 

하거나 출력 >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변경할 페이지 설정을 선택하세요. 

4. 수정을 클릭합니다. 

5. 원하는 인쇄 옵션을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설정 삭제 

모델 또는 레이아웃에 할당된 페이지 설정을 삭제하면 해당 모델 또는 레이아웃에 더 이상 페이지 설정이 

할당되지 않습니다. 

페이지 설정을 삭제하기 

1. 모델 페이지 설정을 삭제하려면 모델 탭을 클릭하세요.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을 삭제하려면, 

레이아웃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 

하거나 출력 >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삭제할 페이지 설정을 선택하세요. 

4. 삭제를 클릭합니다. 

5. 예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합니다. 

용지 크기 및 방향 설정 
모든 도면에 대해 용지 크기와 용지 방향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지에 도면을 거꾸로 인쇄하여 방향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의 각 배치는 거꾸로 인쇄할지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지 크기 및 방향을 선택하기 

1. 용지 크기 및 방향을 설정할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 

하거나 출력>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용지 크기에서 현재 선택한 프린터에서 지원하는 용지 크기를 선택합니다. 

5. 방향에서 다음 설정을 선택합니다. 

⚫ 세로 또는 가로 — 세로 용지 방향으로 세로 또는 가로 용지 방향으로 가 

로를 선택합니다. 

⚫ 거꾸로 인쇄 — 프린터에서 도면을 거꾸로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또는 플로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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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인쇄할 때 사용할 프린터 또는 플로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래스터 프린터를 포함하여 

Windows 와 호환되는 모든 프린터 또는 플로터에서 도면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프린터 대신 .pdf, dwf, .png 및 .jpg 를 포함한 파일로 직접 인쇄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일로 

인쇄하는 것은 내보내기와 다릅니다.  

프린터 또는 플로터를 선택하기 

1. 프린터를 선택하려는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 

하거나 출력 >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프린터 이름 목록에서 프린터 또는 플로터를 선택합니다. 

5. 원하는 경우 속성을 클릭하여 현재 선택한 프린터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페이지 설정을 위해 선택한 프린터 또는 플로터는 시트 리스트를 게시할 때도 사용됩니다.  

축척 및 보기 설정 
전체 도면이나 도면의 선택된 부분을 인쇄하거나 플롯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을 인쇄하도록 

선택하거나 도면의 영역을 인쇄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용지의 왼쪽 아래 모서리를 기준으로 인쇄 영역의 왼쪽 아래 모서리 위치, 인쇄영역의 원점을 지정하여 

용지에서 도면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원점은 일반적으로 0,0 으로 설정되며 인쇄 영역의 왼쪽 아래 

모서리가 프린터 또는 플로터에서 허용하는 한 용지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 가깝게 배치됩니다. 그러나 다른 

좌표를 지정하여 다른 원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객체를 전체 크기로 그립니다. 도면을 인쇄할 때 결과 인쇄의 배율을 

지정하거나 프로그램이 용지에 맞게 도면 크기를 조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특정 축척으로 

인쇄하려면 도면 단위 대 인쇄 단위의 비율로 축척을 지정합니다. 

레이아웃 탭에서 인쇄하는 경우 지정한 축척 및 보기 옵션은 생성하는 각 레이아웃에 대해 다를 수 

있습니다. 

인쇄를 위해 도면을 자동으로 축척하기 

1. 자동 축척으로 설정하려는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칼리.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 

하거나 출력 >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인쇄 배율에서 용지에 맞춤을 선택하여 인쇄된 한 페이지에 맞게 도면의 배율 

을 조정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축척 비율을 직접 지정 

1. 축척 비율을 지정할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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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출력 >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인쇄 배율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스케일 목록에서 미리 정의된 스케일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1 개의 인쇄단위(인치 또는 

밀리미터)가 2 개의 도면 단위와 같게 하려면 1:2 를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스케일 목록은 

Scales List 명령을 사용하여 설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62 페이지의 "저울 목록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 도면 단위에 대한 인쇄된 측정 단위(인치 또는 밀리미터)의 비율을 입력합니다. 

5. 인쇄된 측정 단위를 지정하려면 인치 또는 밀리미터를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쇄할 도면의 일부를 지정 

1. 인쇄할 영역을 지정할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출력>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인쇄 대상에서 다음 중 하나를 클릭합니다. 

⚫ 디스플레이 — 화면에 보기를 인쇄합니다. 

⚫ 범위 — 도면의 객체가 포함된 영역을 인쇄합니다. 

⚫ 제한 — 도면에 대해 정의된 제한으로 인쇄합니다. (모델 페이지 설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레이아웃 — 레이아웃의 가장자리까지 인쇄합니다. (레이아웃 페이지 설정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기 — 선택한 저장된 보기를 인쇄합니다. (저장된 뷰가 있는 도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창 — 지정된 창에 포함된 도면의 일부를 인쇄하고 도면에 대한 창 영역의 종횡비를 유지합니다. 

창을 클릭한 경우 창을 지정해야 합니다. 창 인쇄 영역에서 창의 대각선 x 및 y 좌표를 입력하거나 

화면에서 영역을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쇄 영역 원점을 지정 

1. 용지 크기 및 방향을 설정할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출력>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t 탭 또는 용지 크기 및 방향을 설정할 모델 탭을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인쇄 오프셋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지정된 인쇄 영역을 인쇄된 페이지의 중앙에 맞추려면 페이지 중앙을 선택합니다. 

⚫ 인쇄 영역의 원점을 지정하려면 x 및 y 좌표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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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을 클릭합니다. 

특별히 레이아웃에 대한 인쇄 옵션 지정 
도면의 각 배치는 배치에만 적용되는 특정 인쇄 설정(선가중치 축척, 인쇄 스타일 표시 및 도면 공간 인쇄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해서만 인쇄 옵션을 설정 

1.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세요.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 

하거나 출력>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레이아웃 탭 옵션 영역에서 원하는 인쇄 설정을 선택합니다. 

⚫ 선가중치 배율 - 지정된 배율 인쇄 설정에 비례하여 선가중치를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선가중치가 지정된 크기로 인쇄됩니다. 인쇄 스타일은 선가중치가 인쇄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인쇄 스타일 표시 — 레이아웃을 볼 때 인쇄 스타일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Print paperspace last — 모델 공간 객체를 인쇄한 후 종이 공간 객체를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기본적으로 도면 공간 객체가 먼저 인쇄됩니다. 

⚫ 도면 공간 객체 숨기기 — 도면 공간 객체가 인쇄되지 않도록 하려면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음영 처리된 뷰포트 인쇄 옵션 지정 
각 모델 페이지 설정은 음영 처리된 뷰포트를 인쇄하는 방법(표시된 대로, 와이어 프레임, 숨김 또는 렌더링 

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품질 및 DPI 는 현재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영 처리된 뷰포트에 대한 인쇄 옵션을 설정 

1. 음영 처리된 뷰포트 세트를 설정하려는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 

하거나 출력 >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음영 처리된 뷰포트 옵션 영역에서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 음영 — 음영 처리된 뷰포트를 인쇄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 품질 — 인쇄된 뷰포트에 사용할 해상도를 선택합니다. (현재 구현되지않았습니다.) 

⚫ DPI — 뷰포트 음영을 인쇄하는 데 사용할 사용자 정의 인치당 도트 수를 입력합니다. 품질이 

사용자 정의로 설정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펜 및 선 인쇄 옵션 지정 
도면의 각 배치는 배치에만 적용되는 특정 인쇄 설정(선가중치 축척, 인쇄 스타일 표시 및 도면 공간 인쇄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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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 및 선 인쇄 옵션을 설정 

1. 펜 및 선 인쇄를 설정할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 

하거나 출력>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원하는 설정을 선택합니다. 

⚫ 인쇄 스타일 표 — 인쇄하는 동안 적용할 인쇄 스타일 표를 선택하거나 없음 

을 선택합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선택한 경우 [...]를 클릭하여 설정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도면요소 선가중치로 인쇄 — 지정된 선가중치를 사용하여 도면요소를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선가중치 인쇄를 끄면 도면요소가 기본 윤곽선으로 인쇄됩니다. 이 옵션은 인쇄 스타일로 인쇄 

옵션이 비활성화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쇄 스타일로 인쇄 — 현재 선택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의 인쇄 스타일 설정에 따라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도면요소 선가중치는 무시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구성 파일 사용 
프린터 구성 파일은 특정 도면이나 배치에 사용하는 프린터 정보를 저장하므로 도면을 인쇄할 때마다 인쇄 

설정을 완전히 재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린터 구성 파일을 사용하면 다른 도면과 레이아웃 간에 인쇄 

설정을 공유하고 재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는 Auto-CAD 에서 사용하는 프린터 구성 파일(PCP 및 PC3 파일)을 지원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AutoCAD 에 저장된 기존 PCP 파일을 사용할 수을 뿐만 아니라 4MCAD 인쇄 구성 설정을 PC3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AutoCAD 인쇄 대화상자의 장치 및 기본 선택 기능을 사용하여 AutoCAD PC2 

파일을 PCP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설정을 PC3 파일에 저장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인쇄 탭을 클릭합니다. 

3. 프린터 추가 또는 구성을 클릭합니다. 

4. PC3 파일을 추가하려면 추가를 클릭하여 새 PC3 파일을 만듭니다. 열리는 프린터 구성 파일 추가 

대화 상자에서 새 PC3 파일에 대해 원하는 프린터를 선택하고 계속을 클릭한 다음 PC3 파일에 대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지정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PC3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5. PC3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면 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수정을 클릭하세요. 

6. 확인을 클릭합니다. 

PCP 파일을 할당 

1. 필요한 경우 원하는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인쇄 도구를 클릭합니다. 

⚫ 인쇄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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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린터 이름의 목록에서 프린터 구성 파일을 선택합니다. 

플로터 드라이버 사용 
도면을 인쇄하기 위해 프로그램은 최대 256 색으로 출력을 프린터 드라이버로 보냅니다. 그러나 너비는 

지정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인쇄된 출력은 플로터 장치가 생성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선인 균일한 미세 

너비를 갖습니다. 그런 다음 드라이버는 컬러 벡터를 프린터로 전달하여 컬러 프린터에서 컬러출력을 

생성하고 레이저 프린터에서 그레이 스케일 출력을 생성합니다. (레이저 프린터에서 그레이 스케일로 

변환되는 컬러 출력은 일반적으로 CAD 사용자가 최종 인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면 모든 색상을 검정색으로 매핑하고 모든 선가중치를 선택한 너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기능에 적합한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프레젠테이션이 아닌 

대부분의 인쇄 요구 사 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인쇄 스타일 사용 
4MCAD 는 인쇄 스타일을 사용하여 도면의 실제 요소를 수정하지 않고 인쇄된도면의 모양을 변경합니다. 인쇄 

스타일을 지정하면 도면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색상, 펜 너비, 선종류 및 선가중치를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인쇄 스타일을 사용하면 도면이 인쇄될 때의 모양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객체가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설명하는 대신 인쇄 스타일은 객체를 인쇄할 때 어떻게 보일지를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도면의 모든 노란색 

객체를 실제 객체를 수정하지 않고 파란색으로 인쇄하도록 매핑할 수 있습니다. 또한모든 노란색 도면요소를 

매핑하여 지정한 선가중치, 선종류 또는 펜 너비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인쇄 스타일은 컴퓨터, 디스크 또는 

서버에 있는 파일인 인쇄 스타일 테이블에 저장되기 때문에 도면을 인쇄할 때마다 인쇄 설정을 재구성할 필요가 

없도록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유한 인쇄 기본 설정이 있는 여러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 

클라이언트에 대해 명명된 파일에 인쇄 스타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파일을 공유하거나 네트워크에 

파일을 저장하여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동일한 표준을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 이해 
인쇄 스타일 테이블은 도면의 실제 객체를 수정하지 않고 인쇄된 도면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인쇄 

스타일 모음입니다. 각 인쇄 스타일 테이블은 컴퓨터, 디스크 또는 서버에 있는 파일에 저장됩니다. 

도면은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 유형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이 있습니다. 

⚫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CTB)에는 도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255 가지 색인 색상 각각을 

기반으로 하는 인쇄 스타일 모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루 컬러 및 색상표는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STB)에는 사용자가 정의한 인쇄 스타일 모음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색상에 관계없이 다를 수 있습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면 개별 객체 또는 도면층에 인쇄 스타일을 할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쇄 스타일을 사용하려면 객체 또는 도면층에 특정 색상을 할당합니다. 인쇄 시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지정하면 객체 색상과 도면층 색상이 지정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의 색상 기반 인쇄 

스타일에 매핑됩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여 명명된 인쇄 스타일을 개별 객체 및 도면층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인쇄 스타일이 할당된 객체 및 도면층은 인쇄 시 지정한 인쇄 스타일 테이블에 따라 인쇄됩니다. 특정 

객체에 대한 인쇄스타일을 지정하면 해당 인쇄 스타일이 해당 객체가 있는 도면층에 할당된 모든 인쇄 

스타일을 재정의합니다. 

객체나 도면층에 지정된 명명된 인쇄 스타일이 레이아웃이나 도면에 지정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에서 인쇄 스타일이 삭제되었거나 명명된 인쇄 스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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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지 않은 도면에 다른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할당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체는 기본 속성을 사용하여 인쇄되며, 이는 객체 또는 도면층에 일반 인쇄 스타일을 할당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동일한 도면 내에서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교환하려는 경우 동일한 인쇄 스타일 이름을 

사용하도록 테이블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도면이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경우 새 도면은 템플릿과 동일한 유형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합니다. 템플릿 없이 새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은 새 도면 마법사에서 

지정됩니다. 기본적으로 새 도면은 인쇄 탭의 도구> 옵션에 지정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을 사용합니다. 

모든 도면은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구현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 구현 
모든 도면은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구현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합니다. 

4MCAD 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인쇄 스타일 테이블 중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려면 도면이 계획대로 인쇄되도록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면도의 단일 도면은 다음 도면 시트를 인쇄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벽은 두꺼운 검은색 선으로 인쇄됩니다. 

⚫ 전기 평면도 벽은 초점이 아님을 나타내는 일반 회색 선으로 인쇄됩니다. 

⚫ HVAC 평면도 벽은 일반 회색 선으로 인쇄되어 초점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 지붕 평면도 벽은 얇은 회색 선과 숨겨진 선종류로 인쇄되어 평면뷰에서 지붕 아래에 숨겨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예에서는 각각 "WallPstyle"이라는 인쇄 스타일을 포함하는 네 개의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 인쇄 스타일 테이블에는 고유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allPstyle"은 벽이 인쇄되는 방식을 제어합니다. WallPstyle 을 벽 객체 또는 벽 도면층에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인쇄할 때마다 다른 이름의 인쇄 스타일 표를 할당하거나 4 개의 레이아웃을 생성하고 각 

레이아웃에 다른 인쇄 스타일 표를 할당합니다. 

다음 표에서는 색상 종속 및 명명된 인쇄 스타일 표를 모두 사용하기 시작하는 단계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 할당 
인쇄할 때 도면이 표시되는 방식을 변경하려면 인쇄하기 전에 인쇄 스타일 표를 선택하십시오. 인쇄 

스타일 테이블은 인쇄될 때 색상, 펜 너비, 선 종류 및 선가중치가 어떻게 보이는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레이아웃(모델 탭 포함)에 대해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전역적으로 할당하거나 모델 탭 또는 레이아웃 

탭에 대해 개별적으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레이아웃에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할당하면 도면을 인쇄하는 데 사용하는 레이아웃을 추가로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레이아웃에 다른 이름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할당하면 인쇄 스타일 이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객체 또는 도면층에 할당된 명명된 인쇄 스타일은 인쇄 시 할당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에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객체는 기본 속성을 사용하여 인쇄되며, 이는 객체 또는 도면층에 

일반 인쇄 스타일을 할당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인쇄와 동시에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지정 

1. 필요한 경우 원하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거나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인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쇄를 선택하거나 출력>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 인쇄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페이지 설정에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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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사용하여 인쇄에 사용하는 페이지 설정에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할당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펜 및 선 인쇄 옵션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3. 인쇄 스타일 표(펜 할당)에서 사용자가 생성한 인쇄 스타일 표를 선택하거나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없음 —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객체는 자체 속성에 따라 인쇄됩니다. 

⚫ Icad — 기본 인쇄 스타일 테이블과 해당 색상 할당을 사용합니다. 

⚫ 흑백 — 모든 색상을 검정색으로 인쇄합니다. 

4. 레이아웃에 변경 사항 저장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면을 처음 작성할 때 색상 종속 또는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지정됩니다. 

새 인쇄 스타일 테이블 만들기 
4MCAD 는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인쇄 스타일 표를 제공합니다. 인쇄 출력을 추가로 

사용자 정의하려면 고유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4MCAD 레지스트리 설정을 

기반으로 하거나 프린터 구성 파일(PCP 파일)을 가져와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새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생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쇄>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출력> 인쇄 

스타일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서식>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인쇄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tylesmanag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추가를 클릭합니다. 

3. 설정 마법사를 완료합니다. 

마지막 마법사 페이지에서 인쇄 스타일 테이블 편집기를 클릭하여 테이블의 인쇄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 편집기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인쇄 스타일 테이블 수정 
도면이 생성될 때 색상 종속 또는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ctb 파일) — 테이블 내에서 개별 인쇄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지만 

인쇄 스타일을 추가, 이름 변경 또는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에는 

항상 255 개의 인쇄 스타일이 있으며 각각의 이름은 특정 색상으로 지정됩니다. 변경 사항은 해당 

색상이 할당된 모든 객체 및 도면층에 영향을 줍니다. 

⚫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stb 파일) — 테이블 내에서 개별 인쇄 스타일을 추가, 수정, 이름 변경 

및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인쇄 스타일을 수정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경 사항은 해당 인쇄 스타일 이름이 할당된 모든 객체 및 도면층에 영향을 줍니다.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도면에서 사용하는 인쇄 스타일 테이블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도면에 지정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이 기억나지 않으면 PSTYLEMODE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을 결정합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 내의 각 인쇄 스타일은 색상, 펜 번호, 선종류 및 선가중치를 지정합니다. 4MCAD 는 

디더, 그레이스케일, 스크리닝, 적응형, 라인 끝 스타일, 라인 결합 스타일, 채우기 스타일 등 

AutoCAD 와의 호환성을 위한 추가 특성을 인식합니다. 

인쇄 스타일 특성을 지정할 때 출력 장치의 제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생성한 인쇄 스타일 테이블만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MCAD 와 함께 제공되는 기본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수정하면 원본 정보를 덮어쓰게 되며 이 테이블은 

손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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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수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쇄> 인쇄 스타일 관리 

자를 선택하거나 출력> 인쇄 스타일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서식>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인쇄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tylesmanag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수정할 인쇄 스타일 표를 선택하세요. 

3.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일반 탭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새 테이블 설명을 입력합니다. 

⚫ 현재 인쇄 스타일 테이블의 모든 인쇄 스타일에 사용되는 비 ISO 선종류에 축척 비율을 

적용하려면 비 ISO 선종류에 전역 축척 비율 적용을 선택합니다. 이는 4MCAD 에서 사용되지 

않지만 AutoCAD 와의 호환성으로 인식되는 채우기 패턴에도 적용됩니다. 

⚫ 현재 인쇄 스타일 테이블의 모든 인쇄 스타일에 사용되는 비 ISO 선종류에 적용할 축척 비율을 

입력합니다. 

5. 양식 보기 탭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인쇄 스타일 목록에서 인쇄 스타일을 선택하여 형식을 변경한 다음 인쇄스타일에 대한 색상, 펜 

맵, 선 종류 또는 선가중치를 변경합니다. 변경 사항은 선택한 인쇄 스타일에 대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 스타일 추가를 클릭하여 새 인쇄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새 이름을 입력한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인쇄 스타일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쇄 스타일 목록에서 선택하여 인쇄 스타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인쇄 스타일을 다시 한 번 

클릭한 다음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쇄 스타일 목록에서 인쇄 스타일을 선택하여 삭제합니다. 스타일 삭제를 클릭합니다.(명명된 

인쇄 스타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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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정할 인쇄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B. 선택한 인쇄 스타일에 대한 설명을 입력합니다.  

C. 새 인쇄 스타일을 만들려면 클릭합니다. (명명인쇄 스타일 테이블만 해당) 

D. 선택한 인쇄 스타일을 삭제하려면 클릭합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만 해당) 

E. 사용 가능한 선가중치 목록을 수정하려면 클릭합니다. 

F. 새 이름으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저장하려면 클릭합니다. 

G. 선택한 인쇄 스타일에 대한 채우기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H. 선택한 인쇄에 대한 선 연결 스타일 선택 

I. 선택한 인쇄물의 선 끝 스타일 선택 

J. 선택한 인쇄 스타일에 대한 선가중치를 선택합니다. 

K. 필요한 경우 선종류 패턴을 완성하기 위해 자동으로 선종류 축척을 조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L. 선택한 인쇄 스타일의 선종류를 선택합니다.  

M. 선택한 인쇄 스타일에 대한 색상 강도 수준을 선택합니다. 100 은 전체 강도, 0 은 흰색입니다. 

N. 선택한 인쇄 스타일에 대한 가상 펜의 너비를 입력하거나 스크롤합니다 

(레이저 또는 잉크젯 프린터와 같이 물리적 펜이 없는 프린터의 경우). 

O. 실제 펜의 너비로 입력하거나 스크롤합니다. 

P. 선택한 인쇄 스타일을 회색조로 바꿈 

Q. 디더링을 켤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R. 선택한 인쇄 스타일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 복사, 이름 변경 또는 삭제 
컴퓨터의 다른 파일과 마찬가지로 인쇄 스타일 표를 복사, 이름 변경 또는 삭제합니다. 도면에서 사용하는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에 관계없이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사용하여 색상 종속 및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모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삭제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쇄> 인쇄 스타일 관리 

자를 선택하거나 출력> 인쇄 스타일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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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파일>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서식> 인쇄 스타일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인쇄 스타일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tylesmanag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인쇄 스타일 표를 선택한 다음 삭제를 클릭합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은.ctb 파일이고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 

블은 .stb 파일입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복사, 이름 변경 또는 삭제 

1. 컴퓨터에서 인쇄 스타일 표를 저장하는 폴더를 엽니다. 예를 들어, 

\CompanyName\ProductVersion\인쇄 스타일. 

2. 컴퓨터의 다른 파일과 마찬가지로 인쇄 스타일 표를 복사, 이름 변경 또는 삭제합니다. 

도면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 변경 
도면을 작성할 때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ctb 파일) 또는 명명된 인쇄스타일 테이블(.stb 파일)을 

사용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도면은 한 번에 한 가지 유형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도면을 작성한 후 다른 유형의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도면을 변환할 수 있습니다. 

도면에 지정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이 기억나지 않으면 PSTYLEMODE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인쇄 스타일 테이블 유형을 결정합니다.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도면을 변경 

1. 기존 인쇄 스타일 정보를 재사용하려면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로 변환합니다.  

2.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ctb 파일)을 사용하는 도면을 엽니다. 

3. convertpstyles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개별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명명된 테이블로 이미 변환한 경우 표시되는 프롬프트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테이블을 변환하지 않은 경우 취소를 클릭하십시오.  

먼저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명명된 테이블로 변환하려면 convertctb 를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면에 지정한 모든 인쇄 스타일 정보가 손실됩니다. 

5. 도면에 사용할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stb 파일)을 선택합니다. 

6. 열기를 클릭합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변환하지 않은 경우 오류가 발생합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로 변환하지 않은 경우 선택한 

테이블에 색상 매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도면을 변환할 수 없다는 경고가 표시됩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도면을 변경 

1.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stb 파일)을 사용하는 도면을 엽니다. 

2. convertpstyles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도면을 변환하고 모든 인쇄 스타일 지정을 잃게 하려면 표시되는 프롬프트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도면을 변환하면 객체 및 도면층에서 명명된 모든 인쇄 

스타일 정보가 제거됩니다. 

그러나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은 컴퓨터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 변환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색상 종속 테이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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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핑 되는 255 개 색상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인쇄스타일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색상 종속 인쇄스타일 테이블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처음부터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표와 설정이 동일하지만 일부 새로운 인쇄 스타일 또는 기타 사용자 정의 

설정이 있는 명명된 인쇄 스타일 표를 생성하려고 합니다. 

⚫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도록 도면을 변환하고 색상 종속 인쇄스타일 테이블에 이미 

정의된 대부분의 인쇄 스타일을 재사용하려고 합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로 변환 

1. convertctb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변환할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ctb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4. 새로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stb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새 테이블의 인쇄 스타일 이름은 스타일 1, 스타일 2 등입니다. 다른 인쇄 스타일 이름을 사용하려면 

도면의 도면요소 및 도면층에 지정하기 전에 인쇄 스타일의 이름을 바꿉니다. 인쇄 스타일을 

할당한 후 이름을 바꾸면 도면을 인쇄할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쇄 스타일 표 켜기 또는 끄기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끄면 객체가 고유한 속성에 따라 인쇄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쇄 스타일 정보는 

저장되므로 쉽게 인쇄 스타일을 다시 켤 수 있습니다. 실제 인쇄 스타일 테이블 파일은 삭제되지 않으며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도면의 경우 객체와 도면층은 할당된 인쇄 스타일을 유지합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끄기 

1. 인쇄 스타일을 켜거나 끄려는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하거나 출력 >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페이지 설정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페이지 설정 관리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pagesetu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원하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4. 인쇄 스타일 표에서 인쇄 스타일 표를 선택하여 인쇄 스타일 표를 켜거나 없음은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끕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면 인쇄 또는 플로팅 
인쇄할 도면과 레이아웃을 구성했으면 인쇄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원하는 경우 인쇄하기 전에 페이지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인쇄하기 전에 도면 미리보기 
인쇄하기 전에 도면을 보면 인쇄될 때 도면이 어떻게 보일지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도면을 인쇄하기 전에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미리보기에 할당된 인쇄 스타일로 도면이 인쇄되는 방식이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미리보기는 지정된 인쇄 스타일로 인해 도면에 사용된 것과 다른 색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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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가중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쇄하기 전에 도면을 미리 보기 

1. 필요한 경우 원하는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인쇄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쇄>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하거나 출력 > 페이지 

설정 관리자(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인쇄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인쇄 미리 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ppreview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미리보기 이미지를 확인한 후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면을 인쇄하려면 인쇄를 클릭합니다. 

⚫ 도면으로 돌아가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도면 인쇄 
인쇄 대화 상자에는 페이지 설정에 대한 이전 섹션에서 설명한 인쇄 설정이 있습니다. 렌더링 된 이미지를 

프린터로 직접 인쇄할 수 없습니다. 

렌더링 된 이미지를 인쇄하려면 먼저 도면을 다른 형식으로 저장한 다음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인쇄해야 합니다. 

도면을 인쇄 

1. 필요한 경우 원하는 레이아웃 탭 또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인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쇄를 선택하거나 출력> 인쇄(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인쇄 도구를 클릭합니다. 

⚫ 인쇄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페이지 설정 이름에서 인쇄에 적용할 페이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인쇄 옵션 인쇄 대화 상자에서 선택한 

페이지 설정의 설정을 반영하도록 변경합니다. 

4. 인쇄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다음 옵션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정을 수행합니다(페이지 설정을 설정할 때 

제외). 

⚫ 파일로 인쇄 — 프린터 대신 파일로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 매수 - 인쇄할 매수를 입력합니다. 

⚫ 투명도 인쇄 — 할당된 투명도와 함께 객체를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이 옵션을 켜면 인쇄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 백그라운드에서 인쇄 — 컴퓨터에서 수행 중인 다른 작업의 백그라운드에서 인쇄합니다. 

⚫ 스탬프 인쇄 켜기 — 머리글 및 바닥글과 함께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여 인쇄 스탬프의 문자를 수정합니다. 

⚫ 레이아웃 변경 사항 저장 — 모델 또는 레이아웃에 대한 인쇄 설정을 저장하려면 선택합니다. 

5. 인쇄를 클릭합니다. 

모델 또는 레이아웃에 대한 인쇄 설정 저장 
모든 인쇄 설정은 모델 또는 레이아웃과 함께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페이지 설정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모델이나 레이아웃 

을 인쇄할 때 저장된 인쇄 설정이 인쇄 대화 상자에 자동으로 로드 됩니다. 

저장된 인쇄 설정은 게시할 때도 사용됩니다. 

페이지 설정이 지정되지 않은 시트를 사용하여 도면을 게시하는 경우 모델 또는 배치에 대해 저장된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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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모델 또는 레이아웃과 함께 인쇄 설정을 저장 

1. 원하는 레이아웃 탭 또는 인쇄 세트를 저장하려는 모델 탭을 클릭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인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인쇄를 선택하거나 출력 > 인쇄(플롯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인쇄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인쇄 도구를 클릭합니다. 

⚫ 인쇄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인쇄를 선택합니다. 

4. 레이아웃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확인을 클릭하여 인쇄하고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 인쇄하지 않고 대화 상자를 닫으려면 취소를 클릭합니다. 

도면 개시 
한 번에 하나의 도면을 인쇄하는 대신 게시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 모음과 해당배치를 저장하고 인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배치를 지정하여 시트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이는 도면의 모형 공간과 도면 공간 배치의 조합일 수 

있습니다. 시트 목록을 저장한 다음 인쇄합니다. 

게시할 시트 목록 작성 
시트 목록은 게시하려는 시트 모음입니다. 리스트의 각 시트는 도면의 모형 공간 또는 도면 공간 배치가 

될 수 있는 배치를 참조합니다. 

시트 목록은 도면 세트 설명 파일(.dsd 파일)로 저장됩니다. 

게시할 시트 리스트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게시(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단추를 선택한 다음 게시 > 게시를 선택하거나 출력 > 게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게시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게시 도구를 클릭합니다. 

⚫ 게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시트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추가를 클릭합니다. 

⚫ 시트로 추가하려는 모델 및 레이아웃이 포함된 하나 이상의 도면을 선택합니다. 

⚫ 열기를 클릭합니다. 

3. 열려 있는 모든 도면에서 시트를 추가하려면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을 자동으로 로드를 선택합니다. 

현재 열려 있는 모든 도면의 모델 및 레이아웃이 시트로추가됩니다. 

4. 시트 목록에서 원하지 않는 시트를 제거하려면 시트를 선택한 다음 제거를클릭합니다. 

5. 목록에서 시트를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려면 시트를 선택하고 위로 이동을 클릭하거나 아래로 

이동. 시트는 표시되는 순서대로 게시됩니다. 

6. 저장을 클릭합니다. 

7. DSD 파일 저장 대화 상자에서 시트 목록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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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든 모델과 레이아웃을 시트로 로드하는 표시열린 도면. 

B. 현재 선택된 시트를 삭제하려면 클릭하세요. 

시트 목록. 

C. 모델이 포함된 도면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시트로 추가할 레이아웃. 

D.게시할 시트를 표시합니다. 

E.  현재 선택한 시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F. 현재 선택한 시트를 한 단계 위로 이동하려면 클릭 

G.현재 선택한 시트를 아래로 이동하려면 클릭 

H. 현재 페이지 설정을 변경하려면 클릭합니다. 

I. 레이아웃 목록을 시트 목록으로 저장하려면 클릭합니다. 

기존 시트 목록 수정 
기존 시트 목록(.dsd 파일)을 열거나 로드하여 수정합니다. 로드 하는 동안 시트목록에 지정된 도면은 

참조된 폴더 위치에서 액세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트 리스트를 수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게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단추를 선택한 다음 게시> 게시를 선택하거나 출력> 게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게시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게시 도구를 클릭합니다. 

⚫ 게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로드를 클릭합니다. 

3. 수정할 .dsd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4. 열기를 클릭합니다. 

5. 시트를 추가하려면 다음을 수행합니다. 

⚫ 추가를 클릭하거나 시트가 선택되면 삽입을 누릅니다. 

⚫ 시트로 추가하려는 모델 및 레이아웃이 포함된 하나 이상의 도면을 선택합니다. 

⚫ 열기를 클릭합니다. 

6. 시트 목록에서 원하지 않는 시트를 제거하려면 시트를 선택한 다음 제거 또는 삭제를 누릅니다. 

7. 시트에 다른 페이지 설정을 지정하려면 시트 목록에서 페이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설정을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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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시트를 선택하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시트를 두 번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 변경할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 닫기를 클릭합니다. 

8. 목록에서 시트를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하려면 시트를 선택하고 위로 이동을 클릭하거나 아래로 

이동. 시트는 표시되는 순서대로 게시됩니다. 

9. 저장을 클릭합니다. 

페이지에 명명된 프린터에 시트 목록 게시 및 설정 
시트 리스트를 게시하면 참조된 모든 시트가 동시에 인쇄됩니다. 시트는 각 시트에 대해 지정된 페이지 

설정에 지정된 프린터로 인쇄됩니다. 페이지 설정 열이 시트에 대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레이아웃에 

대해 지정된 인쇄 옵션을 사용하여 시트가 게시됩니다. 

페이지 설정에서 명명된 프린터에 시트 목록을 게시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게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단추를 선택한 다음 게시> 게시를 선택하거나 출력> 게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게시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게시 도구를 클릭합니다. 

⚫ 게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시트 목록을 엽니다. 

⚫ 로드를 클릭합니다. 

⚫ 게시 할 .dsd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 열기를 클릭합니다. 

시트 목록 생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567 페이지의 "게시할 시트 목록 생성"을 

참조하십시오. 

3. 게시 대상에서 페이지 설정에서 명명된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4. 다른 형식 대신 페이지 설정의 프린터에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5. 시트에 다른 페이지 설정을 지정하려면 시트 목록에서 페이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시트를 선택하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시트를 두 번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 변경할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 닫기를 클릭합니다 

6. 목록에서 각 시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오류 없음 — 시트를 게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레이아웃이 초기화되지 않음 — 시트의 레이아웃에 유효한 프린터가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시트에 페이지 설정이 할당된 경우 파일> 페이지 설정을 선택하고 페이지 설정에 유효한 

프린터를 지정합니다. 페이지 설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 도면 파일을 열고 참조된 모델 

또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고 파일> 인쇄를 선택하고 프린터를 지정한 다음 레이아웃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7.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매수 - 인쇄할 매수를 입력합니다. 

⚫ 인쇄 스탬프 포함 — 머리글 및 바닥글과 함께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여 머리글과 

바닥글의 문자를 수정합니다. 

⚫ 백그라운드에서 게시 — 컴퓨터에서 수행 중인 다른 작업의 백그라운드에서 인쇄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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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합니다. 

8. 게시를 클릭합니다. 

 
A. 시트 목록을 열려면 클릭합니다. 

B. 게시할 시트 목록을 선택합니다. 

C. 각 시트에 대해 명명된 페이지 설정으로 인쇄하려면 선택합니다. 기본값으로 설정을 클릭하여 대화 상자를 열 때마다 이를 

기본설정으로 지정합니다. 

D.게시할 시트를 표시합니다. 

E. 선택한 시트에 대한 세부 정보를 표시합니다. 

F. 인쇄 매수를 입력합니다. 

G.컴퓨터에서 수행 중인 다른 작업에서 게시하도록 표시합니다. 

머리글 및 바닥글과 함께 게시하도록 표시합니다. 클릭 [...] 

H. 인쇄 스탬프의 문자를 수정합니다. 

I. 현재 페이지 설정을 변경하려면 클릭합니다. 

J. 레이아웃 목록을 시트 목록으로 저장하려면 클릭하세요. 

시트 목록을 PDF 로 게시 
시트 목록을 PDF 로 게시하면 참조된 모든 시트가 동시에 .pdf 파일로 인쇄됩니다. PDF 파일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Adobe® Acrobat® Reader®에서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Adobe Acrobat 에서 보고, 검토하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열이 시트에 대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레이아웃에 대해 지정된 인쇄 옵션을 사용하여 

시트가 게시됩니다. 

시트 리스트를 PDF 로 게시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게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단추를 선택한 다음 게시> 게시를 선택하거나 출력 > 게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게시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게시 도구를 클릭합니다. 

⚫ 게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시트 목록을 엽니다. 

⚫ 로드를 클릭합니다. 

⚫ 게시할 .dsd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A 

B 

K 

C 

I 

D 

H 

G 
E 

F 



322 C H A P T E R 

1 

 

⚫ 열기를 클릭합니다. 

3. 게시 대상에서 PDF 를 선택합니다. 

4. 다른 형식 대신 PDF 로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다음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5. 게시 옵션을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게시된 .pdf 파일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사용자 정의 속성을 클릭하여 추가 옵션을 선택한 다음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 [?]를 클릭하면 각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6. PDF 옵션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시트에 다른 페이지 설정을 지정하려면 시트 목록에서 페이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시트를 선택하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시트를 두 번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 변경할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 닫기를 클릭합니다. 

8. 목록에서 각 시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오류 없음 — 시트를 게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레이아웃이 초기화되지 않음 — 시트의 레이아웃에 유효한 프린터가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시트에 페이지 설정이 할당된 경우 파일> 페이지 설정을 선택하고 페이지 설정에 유효한 

프린터를 지정합니다. 페이지 설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 도면 파일을 열고 참조된 모델 

또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고 파일> 인쇄를 선택하고 프린터를 지정한 다음 레이아웃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9. 게시를 클릭합니다. 

DWF 또는 DWFx 에 시트 리스트 게시 
시트 리스트를 DWF 또는 DWFx 로 게시하면 선택한 형식에 따라 참조된 모든시트가 동시에 .dwf 

또는 .dwfx 파일로 인쇄됩니다. DWF 및 DWFx 파일을 사용하면 온라인 보기, 검토 및 편집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면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설정 열이 시트에 대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 레이아웃에 대해 지정된 인쇄 옵션을 사용하여 

시트가 게시됩니다. 

시트 리스트를 DWF 또는 DWFx 로 게시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게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단추를 선택한 다음 게시> 게시를 선택하거나 출력> 게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게시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게시 도구를 클릭합니다. 

⚫ 게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시트 목록을 엽니다. 

⚫ 로드를 클릭합니다. 

⚫ 게시할 .dsd 파일을 찾아 선택합니다. 

⚫ 열기를 클릭합니다. 

3. 게시 대상에서 DWF 또는 DWFx 를 선택합니다. 

4. 다른 형식 대신 DWF 또는 DWFx 로 정기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선택적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클릭합니다. 

5. 게시 옵션을 클릭하고 게시된 .dwf 또는 .dwfx 파일에 대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면 각 

옵션에 대한 세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6. 게시 옵션 설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시트에 다른 페이지 설정을 지정하려면 시트 목록에서 페이지 설정을 선택합니다. 페이지 설정을 

변경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시트를 선택하고 변경을 클릭합니다. 시트를 두 번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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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할 페이지 설정을 선택한 다음 수정을 클릭합니다. 

⚫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 닫기를 클릭합니다. 

8. 목록에서 각 시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오류 없음 — 시트를 게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레이아웃이 초기화되지 않음 — 시트의 레이아웃에 유효한 프린터가 할당되지 않았습니다. 

시트에 페이지 설정이 할당된 경우 파일> 페이지 설정을 선택하고 페이지 설정에 유효한 

프린터를 지정합니다. 페이지 설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 도면 파일을 열고 참조된 모델 

또는 레이아웃 탭을 클릭하고 파일> 인쇄를 선택하고 프린터를 지정한 다음 레이아웃에 적용을 

클릭합니다. 

9. 게시를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게시 
메시지를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도면을 저장하거나 닫을 때마다 도면을 자동으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자동 게시 중에 .dwf, dwfx 또는 .pdf 파일은 지정한 미리 정의된 옵션에 따라 저장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 게시는 꺼져 있으므로 설정한 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동 게시를 설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자동 게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단추를 선택한 다음 게시> 자동 게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자동 게시를 선택합니다. 

⚫ autopublis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옵션을 선택합니다. 

3.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예를 들어 새 설정으로 테스트 게시를 게시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게시하지 않으려면 Esc 

키를 누릅니다. 

자동 게시를 켜기 

1. automaticpub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1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동일한 AUTOMATICPUB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자동 게시를 끕니다 

자동 게시를 끄려면 AUTOMATICPUB 를 0 으로 설정하십시오. 



324 C H A P T E R 

1 

 

3 차원으로 그리기 
종이 도면은 일반적으로 3 차원 개체의 2 차원 보기를 나타냅니다. 4MCAD 를 사용하면 3 차원 개체의 3 차원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3 차원으로 객체를 봅니다. 

⚫ 3 차원 객체를 만듭니다. 

⚫ 3 차원 공간에서 객체를 편집합니다. 

⚫ 3 차원 입체를 편집합니다. 

⚫ 3 차원 개체의 은선 및 음영 보기를 표시합니다. 

이 섹션에서 설명하는 많은 기능에 대한 도구와 명령은 프로그램을 고급 경험수준으로 설정하면 3D 그리기 

도구 모음과 삽입 메뉴에 각각 나타납니다. 

3 차원으로 객체 보기 
3 차원 공간의 모든 위치에서 4MCAD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보기 위치에서 새 객체를 추가하고 기존 

객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기 위치에서 은선 및 음영 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보는 방향을 

설정하여 3 차원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시점 방향은 시점을 설정하고, 원점을 되돌아보는 시점에 해당하는 

직교 좌표인 0,0,0 좌표를 설정합니다. 기본 관측점(0,0,1)에서 도면을 보면 도면의 평면도가 표시됩니다. 보기 

도구 모음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3 차원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 미리 설정된 관점 

⚫ 다이내믹 뷰 컨트롤 

⚫ 평면도 

새로운 보기 방향 설정 
보기 방향을 변경하여 다른 관점에서 도면을 보거나 다른 방향에서 3 차원 모델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기 방향을 설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전 설정된 관측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미리 설정된 관점(보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사전 설정 관점을 선택합니다. 

⚫ 보기 도구 모음에서 사전 설정된 관측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vpoin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하려는 프리셋 보기를 클릭하세요. 

3 차원으로 객체 보기 
3 차원 공간의 모든 위치에서 4MCAD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한 보기 위치에서 새 객체를 추가하고 

기존 객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보기 위치에서 은선 및 음영 보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는 

방향을 설정하여 3 차원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시점 방향은 시점을 설정하고, 원점을 되돌아보는 시점에 

해당하는 직교 좌표인 0,0,0 좌표를 설정합니다. 기본 관측점(0,0,1)에서 도면을 보면 도면의 평면도가 

표시됩니다. 

보기 도구 모음에서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3 차원 도면을 볼 수 있습니다. 

⚫ 미리 설정된 관점 

⚫ 다이내믹 뷰 컨트롤 

⚫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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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기 방향 설정 
보기 방향을 변경하여 다른 관점에서 도면을 보거나 다른 방향에서 3 차원 모델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보기 방향을 설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전 설정된 관측점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미리 설정된 관점(보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사전 설정 관점을 선택합니다. 

⚫ 보기 도구 모음에서 사전 설정된 관측점 도구를 클릭합니다. 

⚫ setvpoin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하려는 프리셋 보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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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등각투영 시점을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B. 직교 뷰 포인트를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동적으로 보는 방향 설정하기 
xy 평면 내에서 xy 평면을 기준으로 시점을 동적으로 회전할 수 있으며 도면을 이동 및 확대/축소할 수 

있습니다. 관측점 설정을 변경하면 도면 표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뷰 방향을 동적으로 설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이내믹 뷰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동적 보기 제어(보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다이내믹 뷰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 보기 도구 모음에서 동적 보기 제어 도구를 클릭합니다. 

⚫ viewctl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시점을 변경하려면 선택합니다. 

3. 명령을 완료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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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는 방향이 세계 좌표계 또는 사용자 좌표계를 기준으로 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B. 현재 보기 방향 설정을 표시합니다. 

C. 새 보기 방향을 선택하려면 클릭하세요. 

D. x 축으로부터의 각도를 입력합니다. 

E. 보기 방향을 평면 보기로 설정하려면 클릭합니다. 

F. xy 평면에서의 각도를 입력합니다. 

G. 클릭하여 사전 설정 관측점 대화 상자를 열고 사전 정의된 설정을 사용하여 보기 방향을 설정합니다. 

H. 보기 제어 대화 상자를 열고 도면과 대화식으로 보기 방향을 설정하려면 클릭합니다. 현재 시점을 나타냅니다. 

도면과 대화식으로 뷰 방향을 설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다이내믹 뷰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동적 보기 제어(보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다이내믹 뷰 컨트롤을 선택합니다. 

⚫ 보기 도구 모음에서 동적 보기 제어 도구를 클릭합니다. 

⚫ viewctl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조정을 클릭합니다. 

3. 도면 내에서 3D 보기 방향을 변경하려면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명령을 완료하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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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시점을 나타냅니다. 

B. 도면을 팬하려면 클릭합니다. 

C. 클릭하여 범위를 확대/축소합니다. 

D.  축소하려면 클릭합니다. 

E.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F. 현재 시점 방향을 표시합니다. 

G. 미리 정의된 축을 기준으로 보기를 회전하려면 

H. 클릭합니다. 

I. 회전 각도 증분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의 평면도 표시 
현재 보기 방향을 현재 사용자 좌표계(UCS), 이전에 저장한 UCS 또는 세계 좌표계의 평면 보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WCS). 

현재 도면의 평면뷰를 표시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평면 보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평면 보기(보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보기> 평면 보기를 선택합니다. 

⚫ 보기 도구 모음에서 평면 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계획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현재는 현재 UCS 의 평면도를 표시합니다. 

⚫ UCS 는 저장된 UCS 의 평면도를 표시합니다. 프로그램에서 UCS 의 이름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 World 는 WCS 의 평면도를 표시합니다. 

3 차원 객체 생성 
4MCAD 는 다음 유형의 3 차원 모델을 지원합니다. 

⚫ 3 차원 개체의 가장자리를 정의하는 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와이어 프레임모델. 3 차원 공간의 어느 

곳에서나 선, 호, 폴리라인 및 기타 2 차원 요소를그려 와이어 프레임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에는표면이 없습니다. 항상 윤곽선으로 나타납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개별적으로 그리고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를 만드는 것은 정확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두 모서리와 해당 모서리 사이의 표면으로 구성된 표면 모델. 2 차원 평면 객체에 고도와 두께를 

적용하거나 특정 3 차원 객체생성 명령을 사용하여표면 모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표면 모델은 

다면체, 다각형 메쉬를 형성하는 개별 평면으로 구성됩니다. 

⚫ 면 모델 메쉬는 복합 메쉬로 결합되어 솔리드처럼 렌더링될 수 있는 스마트표면 모델 객체입니다. 

⚫ 면과 모서리로 구성된 3 차원 ACIS 객체인 3D 솔리드. 3D 솔리드는 볼륨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와이어 프레임 및 표면 모델보다 작업하기 쉽습니다. 4MCAD 는 이동, 회전 및 크기 조정을 

포함하여 3D 솔리드의 보기 및 제 

한된 편집을 지원합니다. 또한 4MCAD 의 일부 버전에서는 3D 솔리드를 생 

성하고 보다 완벽하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높이 및 두께 적용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은 높이와 두께가 0 인 새로운 2 차원 객체를 생성합니다. 3 차원 개체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 2 차원 개체의 높이 또는 두께 속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328 C H A P T E R 

1 

 

객체의 높이는 객체가 그려지는 xy 평면과 관련된 z 좌표 위치입니다. 표고가 0 이면 도면요소가 현재 

UCS 의 xy 평면에 그려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양의 표고는 이 평면 위에 있습니다. 음의 표고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개체의 두께는 개체가 해당 높이 위 또는 아래로 돌출된 거리입니다. 양의 두께는 객체의 양의 z 방향으로 

객체를 위쪽으로 돌출시킵니다. 음의 두께는 음의 z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돌출됩니다. 두께는 전체 객체에 

균일하게 적용됩니다.객체의 두께를 0 이 아닌 값으로 변경하여 2 차원 객체를 3 차원 객체로 돌출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은 원통이 되고, 선은 3 차원 평면이 되고, 직사각형은 상자가 됩니다.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3 차원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3 차원 공간에 2 차원 개체를 그립니다. 

⚫ 높이와 두께를 적용하여 2 차원 평면 개체를 3 차원 개체로 변환합니다. 

⚫ 회전 또는 돌출을 통해 2 차원 평면 객체를 3 차원 객체로 변환합니다. 

⚫ 상자, 원통, 원뿔, 돔, 구 및 쐐기와 같은 3 차원 개체를 만듭니다. 

3 차원 솔리드는 3 차원 ACIS 솔리드를 지원하는 4MCAD 버전으로 실제 솔리드로 그려집니다. 

작성할 수 있는 3 차원 솔리드에는 상자, 원뿔, 원통, 접시, 돔, 피라미드, 구, 원환체 및 쐐기가 있습니다. 

기본 고도 및 두께 값을 변경하여 이미 고도와 두께가 적용된 새 요소를 생성할수 있습니다. 

현재 고도를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고도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고도(설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고도를 선택합니다. 

⚫ 형식 도구 모음에서 고도 도구를 클릭합니다. 

⚫ elev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표고에 대한 새 현재 값을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현재 두께를 설정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두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그리기> 두께(설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서식> 두께를 선택합니다. 

⚫ 서식 도구 모음에서 두께 도구를 클릭합니다. 

⚫ 두께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두께에 대한 새 현재 값을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대화상자를 사용하여 현재 고도와 두께를 설정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도면 설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 그리기 유틸리티를 선택합니다. 홈> 그리기 설정(유틸리티에서); 

또는 도구> 도면 설정(관리에서). 

⚫ 메뉴에서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그리기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설정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3D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3. 표면 탭을 클릭합니다. 

4. 현재 두께를 변경하려면 현재 3D 두께 상자에 새 두께 값을 선택하거나 화살표를 클릭하여 새 

두께를 선택합니다. 

5. 현재 고도를 변경하려면 현재 3D 고도 상자에 새 요소를 입력합니다. vation 값을 선택하거나 

화살표를 클릭하여 새 고도를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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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재 3 차원 두께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B. 현재 3 차원 입면도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기존 객체의 두께와 높이를 변경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속성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속성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속성 도구를 클릭합니다. 

⚫ entprop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MCAD 는 특성 팔레트를 표시합니다(정확한 모양은 선택한 객체 유형에 따라 다름). 

3. 두께를 변경하려면 두께 상자에 새 두께 값을 입력하거나 화살표를 눌러 새 두께를 선택합니다. 

4. 표고를 변경하려면 Z 좌표 상자(또는 일부 객체에 표고 상자가 있음)에 새 표고 값을 입력하거나 

화살표를 클릭하여 새 표고를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객체의 두께를 변경할 때 객체 유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객체를 돌출시키고 3 차원 솔리드로 변환하려면 돌출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표면 또는 메쉬 요소를 두껍게 하고 3 차원 솔리드로 변환하려면 두껍게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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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새 두께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B. 새 입면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입체적인 면 만들기 
3 차원 공간에서 평면의 단면으로 구성된 3 차원 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 개이상의 모서리의 x,y,z 

좌표를 지정하여 3 차원 면을 정의합니다. 네 번째 점을 지정한 후 프로그램은 세 번째 점과 네 번째 점에 

대한 프롬프트를 번갈아 표시하여 복잡한 3 차원 도면요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 면에 대한 

프롬프트를 계속 표시합니다. 각 3 면 또는 4 면 평면은 별도의 3 차원 면 객체로 생성됩니다. 

입체적인 면을 만들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면( )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3D 면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3D 면을 선택합니다. 

⚫ face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입체면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추가 면에 대해 세 번째 및 네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5.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구멍이 있는 요소를 보다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도록 3 차원 면의 일부 또는 모든 모서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모서리 점을 묻는 메시지를 표시하면 프롬프트 상자에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를 선택하여 다음 

모서리를 보이지 않게 합니다. 또는 3D 면을 그린 후 Edge 명령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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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면을 사용하여 만든 3 차원 모델의 예입니다. 

직사각형 메쉬 생성 
4 면 다각형으로 구성된 3 차원 직사각형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M-방향) 및 보조(N-방향) 

메쉬 축을 따라 정점 수를 지정한 다음 각 정점에 대한 좌표를 지정하여 메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직사각형 메쉬를 작성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메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메쉬(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메쉬를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3D 메쉬 그리기를 클릭한 후 메쉬를 누릅니다. 

⚫ mesh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기본 메쉬 축을 따라 정점의 수를 지정합니다. 

3. 보조 메쉬 축을 따라 정점의 수를 지정합니다. 

4. 각 정점의 좌표를 지정합니다. 

마지막 정점의 좌표를 지정하면 메쉬가 완성되고 명령이 종료됩니다. 

직사각형 메쉬를 수동으로 만드는 것은 정확할 수 있지만 3 차원 지형 모델과 같은 복잡한표면을 

나타내는 데 유용합니다. 

메쉬 도구는 정점의 좌표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스크립트 또는 LISP 프로그램과 결합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직사각형 메쉬를 사용하여 생성된 3 차원 지형 모델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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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면 메쉬 생성 
세 개 이상의 꼭지점을 연결하는 면으로 구성된 다각형 메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꼭짓점의 

좌표를 결정한 다음 해당 면의 모든 꼭짓점에 대한 꼭짓점 번호를 입력하여 각 면을 정의합니다. 각 면을 

만들 때 각 모서리의 가시성과 색상을 제어하고 각 모서리를 특정 도면층에 할당할 수 있습니다. 

폴리면 메쉬를 생성하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Polyface Mesh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다각형 메쉬(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폴리면 메쉬를 선택합니다. 

⚫ 도구막대에서 3D 메쉬 그리기를 클릭한 후 폴리면 메쉬를 누릅니다. 

⚫ pfac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각 꼭짓점의 좌표를 지정합니다. 

지정한 각 정점 다음에 다음 정점 번호가 표시되고 정점 좌표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좌표를 지정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번호가 매겨진 각 정점의 좌표를 계속 지정합니다. 

3. 정점 좌표 지정을 마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첫 번째 면을 정의하는 꼭짓점 번호를 지정합니다. 

2 단계에서 좌표를 지정할 때 정의한 꼭짓점 번호를 입력하여 면을 지정합니다. 각 면은 세 개 

이상의 번호가 매겨진 꼭짓점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5. 첫 번째 면 정의를 마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6. 정점 번호를 입력하여 다음 면을 지정합니다. 

7. 명령을 완료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직선 보간 곡면 생성 
두 개의 기존 요소 사이의 표면을 근사화 하는 3 차원 다각형 메쉬인 직선 보간 곡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간 곡면을 정의하는 두 요소를 선택합니다. 이러한 객체는 호, 원, 선, 점 또는 폴리선 일 수 있습니다. 

직선 보간 곡면을 그리기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곡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곡면을 선택합니다(3D 메쉬 그리기에서).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직선 보간 곡면을 선택합니다. 

⚫ rulesurf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정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두 번째 정의 객체를 선택합니다. 

Number of M-Direction Surfaces 의 값은 메쉬의 밀도를 제어합니다.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하고 3D 설정 탭을 클릭합니다. 표면 탭을 클릭한 

다음 표면 설정에서 M 방향 표면 수 값을 변경합니다. 

돌출된 메쉬 만들기 
방향 벡터를 따라 경로 곡선을 돌출시켜 생성된 표면을 근사하는 3 차원 다각형 메쉬인 돌출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경로 곡선과 방향 벡터를 정의하는 두 요소를 선택합니다. 방향 벡터의 길이는 경로 곡선이 

방향 벡터를 따라 이동하는 거리를 결정합니다. 돌출된 요소는 호, 원, 선 또는 폴리선일 수 있습니다. 방향 

벡터로 선을 선택하거나 폴리라인을 열 수 있습니다. 결과 메쉬는 지정된 경로를 따라 실행되는 일련의 

평행 다각형 평면으로 구성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돌출된 메쉬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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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싯 모델 메쉬는 부울 연산과 같은 고급 기능으로 수정할 수 있는 스마트 메쉬입니다. 고체와 

유사하지만 더 가볍고 질량 특성이 없습니다. 

⚫ 표면 메쉬는 단순 메쉬입니다. 

돌출된 면 모델 메쉬를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돌출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돌출(면 모델 메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면 모델 메쉬> 돌출을 선택합니다. 

⚫ 면 모델 메쉬 도구 모음에서 돌출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extrud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돌출시킬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돌출 경로를 선택하거나 방향을 지정하거나 높이를 지정합니다. 

돌출된 표면 메쉬를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돌출된 표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돌출된 표면(3D 메쉬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돌출된 표면을 선택합니다. 

⚫ ai_tabsurf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돌출시킬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돌출 경로를 선택합니다.  

Number of M-Direction Surfaces 의 값은 메쉬의 밀도를 제어합니다.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하고 3D 설정 탭을 클릭하고 표면 탭을 클릭한 다음 표면 설정에서 M 방향 표면 

수를 변경합니다. 

돌출된 메쉬는 돌출된 솔리드와 다릅니다. 

객체를 돌출시키고 3 차원 솔리드로 변환하려면 돌출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회전 메쉬 만들기 
축을 중심으로 2 차원 프로파일을 회전하여 생성된 표면을 근사화하는 3 차원 다각형 메쉬인 회전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과 축을 정의하는 두 객체를 선택합니다. 또한 시작 각도와 프로파일을 

회전할 각도를 지정합니다. 

프로파일을 360 도 회전하면 닫힌 3 차원 메쉬가 생성됩니다. 

두 가지 유형의 회전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패싯 모델 메쉬는 부울 연산과 같은 고급 기능으로 수정할 수 있는 스마트 메쉬입니다. 고체와 

유사하지만 더 가볍고 질량 특성이 없습니다. 

⚫ 표면 메쉬는 단순 메쉬입니다. Number Of M-Direction Surfaces 값은 M-방향(회전 축 주위)의 

메쉬 밀도(메쉬 세그먼트 수)를 결정합니다. N-방향 메쉬 밀도 값은 N-방향(회전 축을 따라)의 

메쉬 밀도(메쉬 세그먼트 수)를 결정합니다. 

회전된 면 모델 메쉬를 생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회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회전(면 모델 메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면 모델 메쉬> 회전을 선택합니다. 

⚫ 면 모델 메쉬 도구 모음에서 회전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revolv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회전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회전 축을 정의합니다. 

⚫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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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체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눌러 축을 결정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 X 축을 선택하여 X 축을 선택합니다. 

⚫ Y 축을 선택하여 Y 축을 선택합니다. 

4.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회전 메쉬 곡면을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회전 메쉬 곡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회전된 표면(3D 메쉬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회전된 표면을 선택합니다. 

⚫ 도구 막대에서 3D 메쉬 그리기를 클릭한 후 회전 메쉬 곡면을 누릅니다. 

⚫ revsurf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회전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3. 회전축으로 사용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4. 시작 각도를 지정합니다. 

5. 객체를 회전할 각도를 지정합니다. 

 
회전할 요소(A)와 회전축(B)을 선택합니다. 결과 회전 표면 메쉬입니다. 

Number of M-Direction Surfaces 및 N-Direction Mesh Density 값은 메쉬의 밀도를 제어합니다.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하고 3D 설정 탭을 클릭하고 표면 탭을 클릭한 다음 표면 설정에서 M 방향 표면 수 

및 N 방향 메쉬 밀도 값을 변경합니다. 

가장자리 정의 Coons 표면 패치 메쉬 만들기 
네 모서리를 연결하는 메시인 Coons 표면 패치라는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정의하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모서리 요소는 호, 선 또는 폴리선일 수 있습니다. 4 개의 가장자리 개체는 닫힌 루프를 

형성하고 끝점을 공유해야 합니다. 

패치는 4 개의 인접한 모서리 사이에 보간 된 쌍입방 표면(한 곡선은 M 방향으로 확장되고 다른 곡선은 N 

방향으로 확장됨)입니다. 임의의 순서로 모서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첫 번째 모서리는 메쉬의 M 

방향을 결정합니다. 

모서리 정의 Coons 표면 패치 메쉬를 생성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Coons Surface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Draw 3D> Coons Surface(Draw 3D Meshes 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Coons Surface 를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Coons Surface 도구를 클릭합니다. 

⚫ edgesurf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첫 번째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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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가장자리를 선택합니다. 

  

Number of M-Direction Surfaces 및 N-Direction Mesh Density 값은 메쉬의 밀도를 제어합니다.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하고 3D 설정 탭을 클릭한 다음 표면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표면 설정에서 

M 방향 표면 수 및 N 방향 메쉬 밀도 값을 변경합니다. 

상자 만들기 
직사각형 상자 또는 큐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자는 6 개의 직사각형 표면으로 구성됩니다. 상자의 

밑면은 항상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상자의 모서리나 중심을 지정하여 상자를 배치합니다. 

두 번째 모서리와 높이를 지정하여 상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상자를 정육면체로 정의한 다음 길이를 

제공 

합니다. 또는 길이, 너비 및 높이를 지정합니다. 

상자를 ACIS 솔리드로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상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상자(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상자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상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상자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베이스의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합니다. 

3.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를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상자를 면 모델 메쉬로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상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상자(면 모델 메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면 모델 메쉬> 상자를 선택합니다. 

⚫ 면 모델 메쉬 도구 모음에서 상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box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베이스의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합니다. 

3.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를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상자를 3D 메쉬로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상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상자(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상자를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상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box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베이스의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합니다. 

3.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를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네 모서리(A, B, C, D)로 사용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Number of M-Direction Surfaces 및 N-Direction Mesh Density 값은 메쉬의 밀도를 

제어합니다. 

도구> 도면 설정을 선택하고 3D 설정 탭을 클릭한 다음 표면 탭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표면 

설정에서 M 방향 표면 수 및 N 방향 메쉬 밀도 값을 변경합니다. 

상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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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사각형 상자 또는 큐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자는 6 개의 직사각형 표면으로 구성됩니다. 상자의 

밑면은 항상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상자의 모서리나 중심을 지정하여 상자를 배치합니다. 

두 번째 모서리와 높이를 지정하여 상자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상자를 정육면체로 정의한 다음 길이를 

제공합니다.  

상자를 ACIS 솔리드로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상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상자(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상자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상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상자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베이스의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합니다. 

3.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를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상자를 면 모델 메쉬로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상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상자(면 모델 메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면 모델 메쉬> 상자를 선택합니다. 

⚫ 면 모델 메쉬 도구 모음에서 상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box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베이스의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합니다. 

3.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를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상자를 3D 메쉬로 작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상자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상자(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상자를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상자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box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베이스의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합니다. 

3.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를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베이스의 첫 번째 코너(A),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B), 높이(C). 

쐐기 만들기 
5 개의 표면 평면으로 구성된 3 차원 쐐기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쐐기의 밑면은 항상 첫 번째 모서리 

반대편에 있는 경사면이 있는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높이는 항상 z 축과 평행합니다. 쐐기의 

모서리나 중심을 지정하여 쐐기를 배치합니다. 두 번째 모서리와 높이를 지정하여 쐐기의 크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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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합니다. 주어진 길이를 갖는 정육면체에 기초하여 쐐기를 정의하는 단계; 또는 길이, 너비 및 높이를 

지정합니다. 

쐐기를 ACIS 솔리드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쐐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쐐기(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쐐기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쐐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wedg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베이스의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합니다. 

3.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를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쐐기를 3D 메쉬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쐐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쐐기(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쐐기를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쐐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wedg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베이스의 첫 번째 구석을 지정합니다. 

3.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를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베이스의 첫 번째 코너(A), 베이스의 반대쪽 코너(B), 높이(C). 

원뿔 만들기 
원형 베이스에 의해 정의되고 베이스에 수직인 점으로 테이퍼지는 3 차원 원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뿔의 밑면은 항상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원뿔의 높이는 항상 z 축과 평행합니다. 밑면의 

중심을 지정하여 원추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밑면의 반지름이나 지름과 높이를 지정하여 원뿔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ACIS 솔리드로 원추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원추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원추(3D 솔리드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원추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추 도구를 클릭합니다. 

⚫ co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뿔 밑면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면 모델 메쉬로 원뿔을 생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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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원뿔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원뿔(면 모델 메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면 모델 메쉬> 원뿔을 선택합니다. 

⚫ Facet Model Meshes 도구 모음에서 Cone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co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뿔 밑면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원뿔을 3D 메쉬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원뿔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원뿔(3D 메쉬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원뿔을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뿔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con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뿔 밑면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밑면의 중심(A), 밑면의 반지름(B), 높이(C). 

피라미드 만들기 
사면체(삼면체 피라미드) 또는 사면체 피라미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과 피라미드의 측면은 한 

점(꼭지점)에서 만나거나 3 개 또는 4 개의 모서리가 있는 상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4 면 피라미드의 

측면은 두 점으로 정의된 능선을 따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밑면은 항상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밑면의 구석을 지정하여 피라미드를 배치합니다. 기준점과 정점, 상단 표면의 모서리 또는 

용마루의 끝점을 지정하여 피라미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ACIS 솔리드로 사면체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피라미드(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피라미드 도구를 클릭합니다. 

⚫ 피라미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피라미드 밑면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와 세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사면체를 선택합니다. 

5.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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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체를 3D 메쉬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피라미드(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피라미드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pyrami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피라미드 밑면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와 세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사면체를 선택합니다. 

5. 정사면체의 꼭지점을 지정합니다. 

피라미드를 면 모델 메쉬로 생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피라미드(면 모델 메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패싯 모델>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면 모델 메쉬 도구 모음에서 피라미드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pyrami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피라미드 밑면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3. 피라미드 밑면의 반지름을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ACIS 솔리드로 평면 상단이 있는 피라미드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피라미드(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피라미드 도구를 클릭합니다. 

⚫ 피라미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피라미드 밑면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상단 표면을 선택합니다. 

5. 피라미드의 상단 표면에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6.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평면 상단을 3D 메쉬로 사용하여 피라미드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피라미드(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피라미드를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피라미드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pyrami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피라미드 밑면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4. 프롬프트 상자에서 상단 표면을 선택합니다. 

5. 피라미드의 상단 표면에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6.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원통 만들기 
원형 베이스로 정의된 원통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원통의 밑면은 항상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실린더의 높이는 항상 z 축과 평행합니다. 베이스의 중심을 지정하여 원통을 배치합니다. 밑면의 반지름이나 

지름과 높이를 지정하여 원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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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S 솔리드로 원통을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원통(3D 솔리드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원통을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통 도구를 클릭합니다. 

⚫ 실린더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통 밑면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면 모델 메쉬로 원통을 생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실린더(면 모델 메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면 모델>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 면 모델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통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cylind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통 밑면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원통을 3D 메쉬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실린더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원통(3D 메쉬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원통을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통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cylinder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통 밑면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밑면의 중심(A), 밑면의 반지름(B), 높이(C). 

구 만들기 
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구의 위도선은 항상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중심축은 항상 z 축과 

평행합니다. 중심점을 지정하여 구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반지름이나 지름을 지정하여 구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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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ACIS 솔리드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구(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구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구 도구를 클릭합니다. 

⚫ 구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구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구를 면 모델 메쉬로 생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구(면 모델 메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패싯 모델> 구를 선택합니다. 

⚫ 면 모델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구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spher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구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구를 3D 메쉬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구(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구를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구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spher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구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xy 평면에 수직인 세로 단면의 수를 지정합니다. 

5. xy 평면에 평행한 위도 단면의 수를 지정합니다.  

 
구의 중심(A) 및 반지름(B)입니다 

접시 만들기 
입체적인 접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접시의 위도선은 항상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중심축은 

항상 z 축과 평행합니다. 중심점을 지정하여 접시를 배치합니다. 반지름이나 지름을 지정하여 접시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접시를 ACIS 솔리드로 생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접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접시(3D 솔리드 그리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접시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접시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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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접시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접시를 3D 메쉬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접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접시(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접시를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접시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dish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접시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접시의 중심(A)과 반경(B). 

돔 만들기 
입체 돔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돔의 위도선은 항상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중심축은 항상 z 축과 

평행합니다. 중심점을 지정하여 돔을 배치합니다. 반지름이나 지름을 지정하여 돔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돔을 ACIS 솔리드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돔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돔(3D 솔리드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돔을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돔 도구를 클릭합니다. 

⚫ dom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돔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3D 메쉬로 돔을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돔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돔(3D 메쉬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돔을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돔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dome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돔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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돔의 중심(A) 및 반경(B). 

원환체 만들기 
원환체라고 하는 3 차원 도넛 또는 링 모양 객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링의 지름은 항상 현재 UCS 의 xy 

평면과 평행합니다. 원환체는 현재 UCS 의 z 축과 평행하고 원의 평면에 그려진 선을 중심으로 원을 

회전시켜 구성됩니다. 중심점을 지정하여 원환체를 배치합니다. 전체 지름 또는 반지름과 튜브의 지름 

또는반지름(회전하는 원)을 지정하여 원환체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ACIS 솔리드로 원환체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원환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원환체(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원환체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환체 도구를 클릭합니다. 

⚫ toru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전체 원환체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전체 원환체의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원환체 본체의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면 모형 메쉬로 토러스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원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토러스(면 모델 메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면 모델 메쉬> 원환체를 선택합니다. 

⚫ 면 모델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원환체 도구를 클릭합니다. 

2. 전체 토러스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전체 토러스의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4. 토러스 본체의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원환체를 3D 메쉬로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원환체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토러스(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토러스를 선택합니다. 

⚫ 3D 메쉬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토러스 도구를 클릭합니다. 

⚫ ai_toru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전체 토러스의 중심을 지정합니다. 

3. 전체 토러스의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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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러스 본체의 반지름 또는 지름을 지정합니다. 

5. xy 평면에 수직인 세로 단면의 수를 지정합니다. 

6. xy 평면에 평행한 위도 단면의 수를 지정합니다. 

 
전체 원환체의 중심(A)과 반지름(B), 몸체의 반지름(C). 

영역 생성 
닫힌 객체를 2 차원 영역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영역을 생성한 후 다양한 3 차원 도구를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사각형에서 영역을 만든다음 정사각형을 돌출시켜 3 차원 큐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폴리라인, 폴리곤, 원, 타원, 닫힌 스플라인 및 도넛과 같은 닫힌 객체에서 영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역 작성은 도면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래 도면요소에 폭이나 

선가중치가 있는 경우 영역을 작성할 때 해당 정보가 손실됩니다. 

영역을 생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영역(3D 솔리드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영역을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영역 도구를 클릭합니다. 

⚫ 지역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영역을 생성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입력을 누릅니다. 

명령 모음은 생성된 영역 수를 설명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돌출된 솔리드 만들기 
폴리라인, 폴리곤, 원, 타원, 닫힌 스플라인, 도넛 및 영역과 같은 닫힌 객체를 돌출시켜 3 차원 솔리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경로를 따라 요소를 돌출시키거나 높이와 테이퍼 각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돌출된 솔리드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돌출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돌출(3D 솔리드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돌출을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돌출 도구를 클릭합니다. 

⚫ 돌출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돌출시킬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돌출 경로를 선택하거나 높이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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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출할 요소(A)와 돌출 경로(B)를 선택합니다. 생성된 돌출된 고체입니다. 

회전 솔리드 작성 
폴리라인, 폴리곤, 원, 타원 및 영역과 같은 닫힌 객체를 회전시켜 3 차원 솔리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정의된 축, 선, 폴리라인 또는 두 점을 기준으로 객체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 솔리드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회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회전(3D 솔리드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회전을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회전 도구를 클릭합니다. 

⚫ revolv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회전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회전 축을 정의합니다. 

⚫ 시작점과 끝점을 지정합니다. 

⚫ o 를 입력하고 Enter 를 눌러 축을 결정하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 x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x 축을 선택합니다. 

⚫ y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y 축을 선택합니다. 

4.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회전할 객체(A)와 회전할 축(B)을 선택 

로프트 솔리드 및 표면 작성 
둘 이상의 횡단면 사이에 3 차원 솔리드 또는 표면을 작성합니다. 횡단면은 열린 객체 또는 닫힌 객체일 수 

있습니다. 열린 단면은 3 차원 표면을 생성합니다. 닫힌 횡단면은 지정된 모드에 따라 3 차원 솔리드 또는 

표면을 생성합니다. 

단면은 2D 폴리선, 선, 호, 원, 타원, 타원형 호, 2D 스플라인, 나선, 트레이스, 객체의 모서리, 솔리드 또는 

표면의 면, 첫 번째 또는 마지막 단면의 점, 영역 및 2D 솔리드일 수 있습니다.  

안내선은 단일 세그먼트가 있는 2D 폴리라인, 3D 폴리라인, 선, 호, 타원형 호,2D 및 3D 스플라인, 객체의 

모서리일 수 있습니다. 

경로는 2D 및 3D 폴리라인, 선, 호, 원, 타원, 타원형 호, 2D 및 3D 스플라인, 나선, 객체의 모서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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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프트 솔리드 또는 표면을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로프트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로프트(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로프트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로프트 도구를 클릭합니다. 

⚫ lof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로프트할 횡단면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원하는 경우 점을 선택하여 로프트 요소를 테이퍼합니다. 십자가에서 테이퍼 포인트 선택 섹션을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원하는 경우 여러 가장자리 결합을 선택하여 가장자리에서 횡단면을 만듭니다. 단면으로 간주할 

시작점과 끝점을 공유해야 하는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모서리 선택이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5. 필요한 경우 모드를 선택하여 3 차원 솔리드 인지 표면인지를 변경합니다. 

생성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6. 계속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7.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안내선 — 객체의 모양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안내 곡선을 사용하여 로프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로프트 요소의 안내 곡선을 선택합니다. 안내 곡선은 각 횡단면과 교차해야 하며 첫 번째 및 마지막 

횡단면에서 시작하고 끝나야 합니다. 여러 가장자리를 결합하여 안내선을 만들수도 있습니다. 

⚫ 경로 — 경로를 따라 로프트 객체를 생성합니다. 로프트 객체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경로는 모든 

평면에서 솔리드 또는 표면과 교차해야 합니다. 

⚫ 횡단면만 — 안내선이나 경로를 사용하지 않고 횡단면 사이에 로프트 요소를 만듭니다. 

⚫ 설정 — 로프트 설정 대화 상자를 열어 다양한 설정을 지정합니다. 

스윕 솔리드 및 표면 작성 
경로를 따라 요소를 스윕하여 3 차원 솔리드 또는 표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스윕할 수 있는 요소에는 2D 

폴리선, 선, 호, 원, 타원, 타원형 호, 2D 및 3D 스플라인, 3D 솔리드 면, 2D 솔리드가 있습니다.경로가 될 수 

있는 객체에는 2D 및 3D 폴리라인, 선, 호, 원, 타원, 타원형 호,2D 및 3D 스플라인, 나선, 솔리드, 표면 또는 

메쉬의 모서리가 있습니다. 

스윕 솔리드 또는 표면을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스윕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스윕(3D 솔리드 그리기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스윕을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스윕 도구를 클릭합니다. 

⚫ 스윕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스윕 할 객체를 하나 이상 선택합니다. 

모드를 선택하여 3 차원 솔리드 또는 표면을 생성할지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경로를 선택합니다. 

4. 원하는 경우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정렬 — 스윕 경로의 접선 방향에 수직(수직)이 되도록 스윕 요소를 정렬합니다. 

⚫ 기준점 - 스윕 객체의 기준점을 결정합니다. 

⚫ 배율 - 스윕 객체의 배율 인수를 결정합니다. 스윕 객체가 여러 개인 경우 각 객체에 축척 비율이 

적용됩니다. 참조를 선택하여 축척을 위해 도면에서 참조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 비틀기 — 경로를 따라 스윕 객체를 회전할 각도를 결정합니다. 스윕 요소가 여러 개인 경우 비틀림 

각도가 각 요소에 적용됩니다. 또한 뱅크를 

선택하여 스윕 중인 스윕 객체가 3D 폴리라인, 스플라인 또는 나선과 같은 3D 경로를 따라 회전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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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솔리드 생성 
그리는 새 폴리선이나 기존 선, 호, 폴리선 또는 원에서 직사각형 프로파일을 사용하여 3 차원 솔리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변환하지 않고 폴리 솔리드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폴리 솔리드(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 폴리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폴리 솔리드 도구를 클릭합니다. 

⚫ polysoli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폴리 솔리드의 시작점을 선택합니다. 

3. 계속해서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호를 선택하여 호 세그먼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4. 높이를 선택하고 폴리 솔리드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기본 높이는 지정됩니다. 

5. 너비를 선택하고 폴리 솔리드의 너비를 지정합니다. 기본 높이는 지정됩니다. 

6. 양쪽 맞춤을 선택하여 너비와 높이를 왼쪽, 중앙 또는 오른쪽으로 맞춤 할 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리 맞추기 방향은 첫 번째 프로파일 세그먼트의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존 객체에서 폴리 솔리드를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폴리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폴리 솔리드(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폴리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폴리 솔리드 도구를 클릭합니다. 

⚫ polysoli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폴리 솔리드로 변환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4. 높이를 선택하고 폴리 솔리드의 높이를 지정합니다. 기본 높이는 지정됩니다. 

5. 너비를 선택하고 폴리 솔리드의 너비를 지정합니다. 기본 높이는 지정됩니다. 

6. 양쪽 맞춤을 선택하여 너비와 높이를 왼쪽, 중앙 또는 오른쪽으로 맞춤 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자리 

맞추기는 첫 번째 프로파일 세그먼트의 방향에 따라 결정됩니다. 

복합 3 차원 객체 생성 
두 개 이상의 면 모델 메쉬를 결합, 빼기 및 교차점을 찾아 복합 3 차원 면 모델 메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3D 솔리드를 사용하여 복합 3 차원 객체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3 차원 객체 결합 
두 개 이상의 면 모델 메쉬를 결합하여 하나의 면 모델 메쉬를 생성합니다. 둘 이상의 3D 솔리드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면 모델 메쉬를 결합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합집합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결합(면 모델 메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페싯 모델 메쉬> 합집합을 선택합니다. 

⚫ 면 모델 메쉬 도구 모음에서 결합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unio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결합할 페싯 모델 메쉬를 선택합니다. 

솔리드를 결합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합집합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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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3D 그리기> 결합(솔리드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합집합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결합 도구를 클릭합니다. 

⚫ Unio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결합할 3D 솔리드를 선택합니다.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합집합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결합(면 모델 메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페싯 모델 메쉬> 합집합을 선택합니다. 

⚫ 면 모델 메쉬 도구 모음에서 결합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unio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결합할 페싯 모델 메쉬를 선택합니다. 

솔리드를 결합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합집합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결합(솔리드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합집합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결합 도구를 클릭합니다. 

⚫ Unio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결합할 3D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결합할 객체(A 및 B)를 선택합니다. 결과, 결합된 객체 

3 차원 개체 빼기 
2 개 이상의 면 모델 메쉬를 빼서 하나의 면 모델 메쉬를 생성합니다. 

둘 이상의 3D 솔리드를 뺄 수도 있습니다. 

면 모델 메쉬를 빼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빼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빼기를 선택합니다(면 모델 메쉬에서). 

⚫ 메뉴에서 그리기> 면 모델 메쉬> 빼기를 선택합니다. 

⚫ 면 모델 메쉬 도구 모음에서 빼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subtrac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서로 뺄 면 모델 메쉬를 선택합니다. 

고체를 빼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빼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빼기를 선택합니다(솔리드 편집에서).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빼기를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빼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빼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서로 뺄 3D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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뺄 객체(A 및 B)를 선택합니다. 결과 객체입니다. 

교차하는 3 차원 개체 
두 개 이상의 면 모델 메쉬의 교차점에서 복합 3 차원 객체를 생성합니다. 교차점 외부 영역이 제거됩니다. 

둘 이상의 3D 솔리드를 교차할 수도 있습니다. 

면 모델 메쉬를 교차 

1. 교차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교차(면 모델 메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면 모델 메쉬> 교차를 선택합니다. 

⚫ 면 모델 메쉬 도구 모음에서 교차 도구를 클릭합니다. 

⚫ fmintersec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교차할 면 모델 메쉬를 선택합니다. 

솔리드를 교차 

1. 교차를 선택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교차(솔리드 편집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교차를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교차 도구를 클릭합니다. 

⚫ intersec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교차할 3D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결합할 객체(A 및 B)를 선택합니다. 결과, 결합된 객체 

3 차원 객체 변환 
다양한 유형의 3 차원 객체를 다른 객체 유형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 3D 표면으로 변환 — 닫힌 2D 요소, 3D 솔리드, 영역, 선, 호 및 두께가 있는 열린 폴리선, 메쉬 요소 및 3D 

면을 선택하여 3D 표면으로 변환합니다. 

⚫ 3D 메쉬로 변환 — 3D 솔리드, 3D 면, 폴리면 메쉬 및 다각형 메쉬, 영역 및 닫힌 폴리라인을 선택하여 3D 

메쉬로 변환합니다. 

⚫ 폴리면 메쉬로 변환 — 폴리면 메쉬로 변환할 3D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로 변환 — 두께를 적용하고 3D 솔리드로 변환할 표면을 선택합니다. 

3 차원 객체를 표면으로 변환 
닫힌 2D 객체, 3D 솔리드, 영역, 선, 호 및 두께가 있는 열린 폴리선, 메쉬 객체 및 3D 면과 같은 객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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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표면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3 차원 도면요소를 지표면으로 변환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표면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표면으로 변환(변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3D 변환> 표면으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convtosurface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변환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차원 객체를 메쉬로 변환 
다음 요소를 3 차원 표면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3D 솔리드, 3D 면, 폴리면 메쉬 및 폴리곤 메쉬, 영역, 

닫힌 폴리선. 

3 차원 객체를 메쉬로 변환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메쉬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메쉬로 변환(변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3D 변환> 메쉬로 변환을 선택합니다. 

⚫ convtomesh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설정을 선택하여 변환 설정을 보거나 변경합니다. 

⚫ 가장자리 표시 메쉬를 형성하는 가장자리를 표시하려면 이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 세분화 수준 0 에서 3 사이의 값을 입력하여 세부 수준을 결정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변환된 메시에 적용되는 세부 사항이 커집니다. 

3.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변환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솔리드를 폴리면 메쉬로 변환 
3D 변환 명령을 사용하여 3 차원 솔리드를 폴리면 메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를 변환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3D 변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3D 변환(변환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3D 변환> 3D 변환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3D 변환 도구를 클릭합니다. 

⚫ 3dconver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변환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표면을 솔리드로 변환 
Thicken 명령을 사용하여 표면 및 메쉬 요소에 두께를 적용하고 3 차원 솔리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표면 또는 메쉬를 솔리드로 변환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두껍게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두껍게 하기(솔리드 편집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두껍게를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강화 도구를 클릭합니다. 

⚫ 농축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변환할 표면 또는 메쉬 요소를 선택하고 두께를 적용합니다. 

3. 두께 값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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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편집 
2 차원 및 3 차원 공간 모두에서 2 차원 및 3 차원 개체를 복사, 이동, 회전, 배열, 미러링 및 정렬할 수 있습니다. 

2 차원 객체의 속성을 변경하고 편집하는 것처럼 3 차원 객체의 속성을 변경하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2 차원 공간에서 3 차원 객체를 수정하는 경우 현재 UCS 를 기준으로 객체를 수정합니다. 

3 차원으로 회전 
3 차원 공간에서 지정된 축을 중심으로 선택한 요소를 회전할 수 있습니다. 회전할 객체를 선택한 다음 두 

점을 지정하여 회전 축을 정의합니다. 기존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 축을 현재 UCS 의 x, y 또는 z 축에 

정렬합니다. 또는 축을 현재 보기에 정렬합니다. 

3 차원에서 축을 중심으로 객체를 회전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3D 회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3D 회전(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3D 회전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3D 회전 도구를 클릭합니다. 

⚫ rotate3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회전할 요소를 선택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Entity, Last, View, Xaxis, Yaxis, Zaxis. 

4.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5. 기준 각도를 지정합니다. 

 

3 차원 배열 
객체를 회전한 후의 결과입니다. 

선택한 요소를 복사하여 3 차원 직사각형 또는 원형(원형) 패턴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배열의 

경우 행과 열의 수와 수준의 수를 지정하여 배열의 복사본 수를 제어합니다. 또한 각 사이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원형 배열의 경우 도면요소를 배열할 축, 작성할 도면요소 사본 수 및 결과 배열이 대치하는 

각도를 지정합니다. 

3 차원 직사각형 배열을 생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3D 배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3D 배열(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3D 배열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3D 배열 도구를 클릭합니다. 

⚫ 3Darray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4. 배열의 행 수를 입력합니다. 

5. 열 수를 입력합니다. 

6. 레벨 수를 입력합니다. 

7. 행 사이의 수직 거리를 지정합니다. 

8. 기둥 사이의 수평 거리를 지정합니다.  

9. 레벨 사이의 깊이를 지정합니다. 

3 차원 극좌표 배열을 작성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3D 배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3D 배열(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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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수정> 3D 배열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3D 배열 도구를 클릭합니다. 

⚫ 3Darray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Polar 를 선택합니다. 

4. 원본 선택 세트를 포함하여 복사할 매수를 입력합니다. 

5. 배열이 채울 각도를 0 도에서 360 도 사이에서 지정합니다. 

각도의 기본 설정은 360 도입니다. 양수 값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배열을 만듭니다. 음수 값은 시계 

방향으로 배열을 만듭니다. 

6.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예 - 객체가 배열될 때 객체를 회전하려면 객체를 회전합니다. 

⚫ 배열된 각 복사본의 원래 방향을 유지하려면 회전 안 함 - 회전 안 함을 선택합니다. 

7. 배열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 

8. 배열의 중심 축을 따라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3 차원 극좌표 배열을 생성하려면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고(A), 만들 복사본 수를 입력하고, 배열이 채울 각도를 지정한 다음(B), 

배열의 중심점을 지정합니다(C). 및 어레이(D)의 중심축을 따른 제 2 지점. 

3 차원 미러링 
3 차원 공간에서 선택한 객체의 미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 점을 지정하여 정의한 미러 평면에 

대해 객체를 미러링합니다. 기존의 2 차원 평면 

객체를 선택하는 단계; 현재 UCS 의 xy, yz 또는 xz 평면과 평행한 평면을 정렬하는 단계; 또는 평면을 

현재 보기와 정렬합니다. 원래 객체를 삭제하거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차원 평면에 대해 객체를 미러링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3D 미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3D 미러(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3D 미러를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3D 미러 도구를 클릭합니다. 

⚫ mirror3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프롬프트 상자에서 3 점을 선택하거나 Enter 키를 눌러 기본값을 선택합니다. 

4. 미러 평면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5. 평면에서 두 번째 및 세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6. 프롬프트 상자에서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Yes-Delete Entities - 원본 객체를 삭제합니다. 

⚫ 원래 객체를 유지하기 위한 No-Keep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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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원 솔리드 편집 
모따기, 필렛, 단면 및 슬라이스를 비롯한 여러 고유한 방법으로 3 차원 솔리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의 

개별 면과 모서리는 물론 각인, 분리, 쉘 및 체크 솔리드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상자, 원뿔, 원통, 접시, 돔, 

피라미드, 구, 원환체 및 쐐기를 포함한 3 차원 ACIS 솔리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모따기 및 필렛 
2 차원 객체를 모따기 하거나 모깎기 하는 것처럼 3 차원 솔리드를 모따기 하거나 모깎기 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를 모따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모따기(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모따기를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모따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모따기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모따기할 베이스 서피스의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에 인접한 두 표면 중 하나를 선택한 가장자리가 

강조 표시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다른 표면을 선택하려면 n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현재 표면을 사용하려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기준면 거리를 지정합니다(선택한 모서리에서 기준면까지 측정 표면). 

5. 인접한 표면 거리를 지정합니다(선택한 모서리에서 인접한 표면).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모따기할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 기본 서피스 주변의 모든 모서리를 선택하려면 l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솔리드를 모깎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필렛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편집> 필렛(수정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필렛을 선택합니다. 

⚫ 수정 도구 모음에서 필렛 도구를 클릭합니다. 

⚫ 필렛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필렛할 솔리드의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3. 필렛 반경을 지정합니다. 

4. 필렛할 추가 모서리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눌러 필렛합니다. 

고체 단면화 및 슬라이싱 
3 차원 솔리드, 영역 또는 본체(일반적으로 시트)를 단면화하거나 슬라이스 할수 있습니다. 

솔리드를 단면화할 때 솔리드를 통해 단면을 영역 또는 블록으로 만들어 "내부 보기"를 얻습니다. 

영역이나 본체를 단면화하면 결과 교차점이 곡선입니다. 솔리드, 영역 또는 본체를 슬라이스 할 때 원래 

객체를 자르고 특정 면을 제거하여 새 객체를 생성합니다. 

객체를 섹션화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섹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단면(3D 솔리드 그리기)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단면을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단면 도구를 클릭합니다. 

⚫ 섹션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횡단할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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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면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 세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은 원점을 정의하고 두 번째 점은 

x 축을 정의하고 세 번째 점은 원점을 정의합니다. y-축.) 

⚫ o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횡단면 평면을 정의하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 적절한 문자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축을 지정합니다. 

객체를 슬라이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슬라이스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슬라이스(3D 솔리드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솔리드> 슬라이스를 선택합니다. 

⚫ 3D 솔리드 그리기 도구 모음에서 슬라이스 도구를 클릭합니다. 

⚫ slice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슬라이스 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횡단면 평면을 정의하기 위해 세 점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은 원점을 정의하고 두 번째 점은 

x 축을 정의하고 세 번째 점은 원점을 정의합니다. y-축.) 

⚫ o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횡단면 평면을 정의하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 적절한 문자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축을 지정합니다. 

4. 유지할 면을 지정하거나 b 를 입력하여 양면을 모두 유지합니다. 

면 수정 
개별 면을 돌출, 이동, 회전, 오프셋, 테이퍼, 삭제 또는 복사하여 3 차원 솔리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개별 

면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 면 돌출 

솔리드 면을 돌출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면 돌출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면 돌출(솔리드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면 돌출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면 돌출 도구를 클릭합니다. 

2. 돌출시키려는 면이 있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돌출할 면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돌출 높이를 지정합니다. 

⚫ p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눌러 돌출 경로를 선택합니다. 

5. 높이를 지정한 경우 테이퍼 각도를 지정합니다. 

 

 
돌출할 요소를 선택한 다음 돌출할 면(A)과 돌출 높이 또는 경로를 지정합니다. 

솔리드 면 이동면이 위치(B)로 돌출된 결과 객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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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 면을 이동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면 이동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면 이동(솔리드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면 이동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면 이동 도구를 클릭합니다. 

2. 이동할 면이 있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3. 이동할 면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5. 끝점을 지정합니다. 

솔리드 면 회전 

솔리드 면을 회전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면 회전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면 회전(솔리드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면 회전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면 회전 도구를 클릭합니다. 

2. 회전할 면이 있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3. 회전할 면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5. 회전축의 다른 점을 지정합니다. 

6.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솔리드 면을 간격띄우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면 오프셋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면 오프셋을 선택합니다(솔리드 편집에서).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오프셋 면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면 오프셋 도구를 클릭합니다. 

2. 간격띄우기할 면이 있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3. 간격띄우기할 면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오프셋 거리를 지정합니다. 

 

 
요소를 선택한 다음 오프셋 할 면(A)과 오프셋할 거리를 지정합니다. 

테이퍼 솔리드 면 위치(B)에 대한 면 오프셋이 있는 결과 도면객체 

단단한 면을 테이퍼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테이퍼 면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테이퍼 면(솔리드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테이퍼 면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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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테이퍼 면 도구를 클릭합니다. 

2. 테이퍼하려는 면이 있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3. 테이퍼할 면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5. 축을 따라 다른 점을 지정합니다. 

6. 테이퍼 각도를 지정합니다. 

 
요소를 선택한 다음 테이퍼할 면(A), 기준점, 

테이퍼 축을 따른 두 번째 점 및 테이퍼 각도를 지정합니다. 

면이 위치(D)로 테이퍼진 결과 객체 

솔리드 면 삭제 

솔리드 면을 삭제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면 삭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면 삭제(솔리드 편집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면 삭제를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면 삭제 도구를 클릭합니다. 

2. 삭제할 면이 있는 개체를 선택합니다. 

3. 삭제할 면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면이 삭제된 결과 객체입니다. 

솔리드 면 복사 

면이 삭제된 결과 객체입니다. 

솔리드 면을 복사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면 복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면 복사(솔리드 편집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면 복사를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면 복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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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사할 면이 있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복사할 면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5. 끝점 지정 

입체면 색칠하기 

면을 색칠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면 색상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면 색상 지정(단색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단색 편집> 면 색상을 선택합니다. 

⚫ 단색 편집 도구 모음에서 면 색상 도구를 클릭합니다. 

2. 색칠할 면이 있는 개체를 선택합니다. 

3. 색칠할 면을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색상을 지정합니다.  

 
객체를 선택한 다음 색 면이 색칠된 결과 객체입니다 

모서리 수정 
솔리드의 면을 수정하는 것 외에도 개별 모서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개별 가장자리를 복사하거나 개별 

가장자리의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를 복사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가장자리 복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가장자리 복사(단색 편집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모서리 복사를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모서리 복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2. 복사하려는 모서리가 있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3. 복사할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기준점을 지정합니다. 

5. 끝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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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를 선택한 다음 복사할 모서리(A), 기준점(B) 및 끝점(C)을 지정합니다. 

모서리가 복사된 결과 객체입니다. 

가장자리를 색칠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가장자리 색상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가장자리 색상(단색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단색 편집> 가장자리 색상을 선택합니다. 

⚫ 단색 편집 도구 모음에서 색상 가장자리 도구를 클릭합니다. 

2. 색상을 지정하려는 가장자리가 있는 요소를 선택합니다. 

3. 색칠할 가장자리를 선택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4. 색상을 지정합니다. 

각인 고체 
솔리드에 다른 객체를 각인하여 솔리드의 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자의 면에 선, 호 또는 

폴리라인을 각인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 객체를 각인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각인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각인(솔리드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각인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각인 도구를 클릭합니다. 

2. 각인할 솔리드 객체를 선택합니다. 

3. 솔리드에 각인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고체 분리 
결합된 솔리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한 후에는 개별 고체로 분리됩니다. 

고체를 분리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분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분리(솔리드 편집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분리를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분리 도구를 클릭합니다. 

2. 분리할 솔리드를 선택합니다. 

고체 셸 

3D 솔리드 객체에서 셸 또는 속이 빈 얇은 벽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4MCAD 는 기존 면을 오프셋하여 새 면을 만듭니다. 

고체 셸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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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셸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쉘(솔리드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쉘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쉘 도구를 클릭합니다. 

2. 셸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3. 포함하지 않으려는 면을 제거합니다. 

4. 오프셋 거리를 지정합니다. 

 

 
요소를 선택한 다음 제거할 면(A)과 (B)를 선택한 다음 간격 띄우기 거리를 지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셸 된 객체입니다. 

솔리드 정리 및 제거 
필요하지 않은 경우 솔리드에서 중복 모서리 또는 정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고체 정리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정리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정리(솔리드 편집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정리를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청소 도구를 클릭합니다. 

2. 정리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솔리드 확인 
선택한 도면요소가 유효한 3 차원 ACIS 솔리드 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3D 솔리드 인 경우 3D 

솔리드 편집 명령을 사용하여 객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명령을 사용하여 객체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솔리드를 확인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확인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확인(솔리드 편집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수정> 솔리드 편집> 확인을 선택합니다. 

⚫ 솔리드 편집 도구 모음에서 검사 도구를 클릭합니다. 

2. 확인할 객체를 선택합니다. 

숨기기, 음영 처리 및 렌더링 
3 차원 객체를 생성할 때 프로그램은 와이어 프레임 보기에 와이어 프레임 및 표면 모델을 모두 

표시하므로 3 차원 모델을 시각화하기 어렵습니다. 모델을 더 잘 시각화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다른 요소 또는 표면 뒤에 숨겨진 모든 선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음영 처리는 은선을 제거한 다음 보이는 

표면에 평평한 색상을 할당하여 단색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음영 이미지는 깊이와 

정의가 부족하지만 모델을 솔리드 객체로 빠르게 시각화 하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렌더링은 광원, 

그림자, 표면 재료 속성 및 반사로 완성된 모델의 훨씬 더 사실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여 모델에 사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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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느낌을 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모델을 렌더링할 때 프로그램은 은선을 제거한 다음 가상의 

광원에서 조명을 받은 것처럼 표면을 음영 처리합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 은선 이미지. 음영 처리된 이미지 렌더링 된 이미지. 

 

은선 이미지 생성 
도면의 은선 뷰를 생성하면 유리한 지점에서 볼 때 다른 표면 뒤에 숨겨진 모든 선이 제거됩니다. 은선을 

제거하거나 모델을 음영 처리할 때 프로그램은 객체를 생성한 방법에 따라 객체를 다르게 처리합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은 표면이 없기 때문에 항상 투명하게 나타납니다. 표면 모델은 모든 보이는 면에 

적용된 표면으로 채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선택한 3D 면, 메쉬 및 폴리면 메쉬의 가장자리를 표시하거나 숨겨 개체별로 은선 보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은선 이미지를 생성 

⚫ hid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시각적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보기> 비주얼 스타일> 3D 숨김을 선택하는 것은 숨기기 명령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3D 면, 메쉬 및 폴리면 메쉬의 가장자리를 숨기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가장자리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가장자리 숨기기를 선택합니다(3D 메쉬 그리기에서).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가장자리 숨기기를 선택합니다. 

⚫ hideedg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숨기려는 모서리가 있는 요소를 선택한 다음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3D 면에 대해 개별 모서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가장자리 숨기기 명령은 선택한 요소의 모든 가장자리를 숨기지만 3D 면으로 작업하는 경우 

가장자리 명령을 사용하여 개별 가장자리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3D 면, 메쉬 및 폴리면 메쉬의 가장자리를 표시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가장자리 표시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3D 그리기> 가장자리 표시(3D 메쉬 그리기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그리기> 3D 메쉬> 가장자리 표시를 선택합니다. 

⚫ showge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표시하려는 모서리가 있는 요소를 선택한 다음 완료되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3D 면에 대해 개별 모서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모서리 표시 명령은 선택한 요소의 모든 모서리를 표시하지만 3D 면으로 작업하는 경우 모서리 

명령을 사용하여 개별 모서리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음영 처리된 이미지 만들기 

도면의 음영 처리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은선이 제거되고 객체 색상에 따라보이는 표면에 음영이 

적용됩니다. 빠른 시각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음영 처리된 이미지는 광원이 없고 표면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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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인 색상을 사용하므로 평평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음영 이미지를 생성 

⚫ 음영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음영 처리된 이미지의 모양을 제어하려면 도구> 그리기 설정을 선택한 다음 3D 설정 탭을 

클릭하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다음 네 가지 방법으로 모델의 표면과 모서리를 음영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음영 처리된 면; 강조 표시되지 않은 가장자리. 

⚫ 음영 처리된 면; 배경색으로 강조 표시된 가장자리. 

⚫ 배경색으로 채워진 면; 객체 색상을 사용하여 그린 모서리(은선 뷰와 유사). 

⚫ 객체 색상을 사용하여 채워진 면; 배경색으로 강조 표시된 가장자리. 

시각적 스타일을 사용합니다. 

보기> 비주얼 스타일> 3D 사실적을 선택하는 것은 음영 명령을 사용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219 페이지의 "비주얼 스타일로 도면 표시하기"를 참조하십시오. 

렌더링 된 이미지 만들기 
도면의 렌더링 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은선이 제거되고 여러 광원에서 조명된 것처럼 표면이 음영 

처리됩니다. 

전체 렌더링은 광원, 그림자, 표면 재질 속성 및 반사가 포함된 사실적인 모델 이미지를 만듭니다. 

스포트라이트, 햇빛을 시뮬레이션 하는 원거리 조명 및 주변광으로 이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광원을 

사용자 지정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기본 광원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가상 광원의 광선은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인 모델의 표면을 통해 반사 및 굴절될 때 

추적됩니다. 광선 추적은 그림자가 떨어지는 위치와 금속 및 유리와 같은 반짝이는 재료의 반사가 나타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모델을 구성하는 재료의 반사 속성을 수정하여 광선이 표면에서 반사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렌더링은 모델이 아직 없는 경우 표시되는 기반을 자동으로 생성하므로 공간에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도 이미지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흐린 하늘과 같은 배경이나 돌담과 같은 가져온 래스터 

그래픽도 이미지 뒤에 추가하여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렌더링 된 이미지를 생성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렌더링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렌더링> 렌더링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보기> 시각적 스타일을 선택하고 사실적 또는 개념적 렌더링을 선택합니다. 

⚫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사실적 또는 개념적 렌더링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렌더링> 렌더링을 선택합니다. 

⚫ 렌더링 도구 모음에서 렌더링 도구를 클릭합니다. 

⚫ 렌더링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62 C H A P T E R 

1 

 

 
완전히 렌더링 된 이미지입니다 

사용자 지정 렌더링 된 이미지 만들기 
4MCAD 를 사용하면 도면에 재료, 배경 및 조명(그림자 포함)을 적용하여 사용자 지정 렌더링 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재료 다양한 표면에 대한 재료를 지정하고 재료가 해당 표면에 매핑되는 방법을 정의합니다. 사전 

정의된 재료는 재료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내장 편집기를 사용하여 추가로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절차적 또는 비트맵 재질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옵션은 프로그램에 포함된 재료 라이브러리를 열고 사용자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재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재료 라이브러리" 옵션을 선택하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왼쪽에는 특정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그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목록이 있고 오른쪽에는 재료 

라이브러리에서 일반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료 목록이 있습니다( 예: Render.mln).프로젝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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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러리의 일반 목록에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이 자료(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됨)를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재료가 왼쪽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삽입"하기 전에 대화 

상자 중간에 있는 창의 "미리보기" 옵션을 통해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구 형태 또는 큐브 

형태로 수행할 수 있으며 "미리보기" 버튼 바로 아래에 있는 목록에서 적절하게 선택합니다. 나머지 대화 

상자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보내기: "삽입" 옵션의 반대입니다. 재료 라이브러리의 프로젝트에서 재료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삭제: 프로젝트 파일이나 열려 있는 재료 라이브러리에서 재료를 삭제합니다. 

소거: 현재 도면에서 (객체, 색상 또는 도면층에) 연결되지 않은 재료를 삭제합니다. 

열기: 다른 라이브러리 목록(파일)을 열 수 있으며 이 라이브러리에서 재료를 저장하거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장: 열려 있는 라이브러리에서 수정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이 라이브러리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재료 라이브러리를 활성화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재료를 선택합니다. 

⚫ 렌더> 재료 라이브러리 선택 

⚫ 렌더링 도구 모음에서 재료 라이브러리 도구를 클릭합니다. 

⚫ matlib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재료 편집" 옵션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해 선택한 재료와 함께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나지만 "재료 

라이브러리"에서 재료를 선택하기 위해 이전 대화 상자를 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미리 보기" 옵션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Attach: 이 옵션은 선택한 재료를 나중에 선택될 개체와 연결합니다. 원하는 재료를 선택한 다음"첨부"는 

도면을 표시하고 지정된 재료를 적용해야 하는 요소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명령은 

사용자가 그린 객체에 적용되며 라이브러리 또는 일반적인 요소(예: 벽, 개구부 등)에서 삽입된 객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삽입된 도면의 재료를 수정하려면 아래에서 설명하는 "3D 개체 편집" 명령을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요소(벽, 개구부 등)의 재료를 수정하려면 "3D 색상" 및 "2D 색상"을 선택하여 해당 

대화 상자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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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마찬가지로 "분리"를 누르면 선택한 재료를 제거할 개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 

옵션은 라이브러리 또는 일반적인 요소(벽, 개구부등)에서 삽입된 객체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ACI 기준: 이 옵션을 사용하면 재료에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재료를 선택한 후 "By 

ACI…"를 누르십시오. "재료에 색상 지정"이라는 제목의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먼저 원하는 재료(왼쪽 

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위치해야 할 위치를 선택합니다(오른쪽 열). 빈 위치를 사용하고 "첨부"를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선택한 재료가 오른쪽 열에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 이 

대화 상자를 닫고 "재료" 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지정된 재료에 색상이 지정되고 색상이 있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 재료가 지정된 위치에 나타납니다. 

도면층별: 이 옵션을 사용하면 재료에 도면층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원하는 재료(왼쪽 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할당할 도면층 이름(오른쪽 열)을 선택하고 "첨부"를 누릅니다. 결과적으로 

선택한 재료가 오른쪽 열에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눌러 이 대화 상자를 닫고 "재료" 창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지정된 재료에 색상이 지정되고 색상이 있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재료가 지정된 

위치에 나타납니다. 

수정: 이 옵션은 선택한 재료를 수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대화 상자를엽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단의 슬라이딩 키로 "값"을 지정하여 왼쪽에 나타나는 재료 "속성"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Red, Green, Blue 의 비율을 변경하거나 RGB 및 HLS 색상 시스템 중에서 선택하여 

"색상"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재료 속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색상/패턴: 색상은 물체에서 반사되는 기본 색상입니다. "파일 선택"을 통해도면을 가져오려면 

도면으로 사용할 이미지(비트맵)를 선택하십시오. 

2. 주변: 주변 조명으로 재료를 비추는 옵션은 재료를 비출 주변 조명의 양을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 값을 0.3 보다 낮게 유지하십시오. 값이 클수록 이미지가 더 희미해집니다. 

3. 반사: 여기에서 반사되는 재료 라이트에 대한 타격의 양과 반사 색상이 결정됩니다. 반짝이는 

물체의 경우 반사 값을 0.7 로 설정하고 색상을 0.3 으로설정합니다. 강조 표시된 영역의 색상을 

흰색으로 하려면 빨간색, 녹색 및 파란색 값을 1 이 될 때까지 변경합니다. 

4. 거칠기: 거칠기 값은 강조 표시된 영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반사에 가치가 없다면 거칠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거칠기 값이 낮을수록 개체에 나타나는 강조 표시된 영역이 더 

작아집니다. 

5. 투명도: 투명도 값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개체 또는 개체의 일부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투명도 값은 "0"에서 "1"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값이 클수록 개체가 더 투명하게 표시됩니다. 

투명도는 사실주의 기간을 증가시킵니다. 많은 경우 이 기간은 2 배 또는 3 배가 될 수 있습니다. 

6. 굴절: 이 옵션을 통해 투명 재료의 굴절 계수 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굴절 값은 투명도에 값이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굴절 계수를 나타내는 값은 공기의 경우 1.0, 물의 경우 1.33, 유리의 

경우 1.5, 다이아몬드의 경우 2.4 입니다. 

7. Bump-Map: 이 옵션은 높이 차이가 재질에 나타나는 파일 생성을 지원합니다. 벽돌 사이의 홈. 

이 파일에서 밝은 영역이 나타날수록 다른 영역보다 높습니다. 

비트맵 조정: 이 옵션을 통해 재료로 배치되는 이미지의 크기를 설정하여 자연스러운 치수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미지에는 약간의 자연스러운 치수가 있습니다. 오프셋과 스케일의 

기본값을 유지하면 이미지가 자연스러운 스케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재료 라이브러리(예: Render.mli)의 재료를 축척으로 저장하려면 역수가 아닌 실제 크기를 

입력하십시오(예: 위의 예에서 타일과 관련하여 0.15 및 0.15 를 입력해야 함). 선택한 재료 속성의 

수정이 완료되면 확인을 눌러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재료" 창으로 돌아갑니다. 복제: 재료를 수정하기 

위해 새 재료에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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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만들기: "수정" 섹션과 유사하게 이름을 입력하고 색상 및 기타 속성을 지정하여 인접한 대화 

상자를 통해 새 재료를 만듭니다. 

재료 라이브러리를 활성화 

재료를 편집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재료 편집을 선택합니다. 

⚫ 렌더링 도구 모음에서 재료 도구를 클릭합니다. 

⚫ rma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배경 렌더링 된 이미지의 배경 또는 배경을 지정합니다. 몇 가지 미리 정의된 배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경이 사용되지 않고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배경은 무한한 평면 표면이며 

모델의 반사 표면에서 반사됩니다. 그러나 배경은 조명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배경에 그림자나 

하이라이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배경을 설정하려면 

⚫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배경을 선택합니다. 

⚫ 배경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배경" 옵션을 선택하면 "단색" 및 "이미지"의 2 가지 옵션이 있는 대화 상자 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각 옵션은 다른 옵션을 활성화할 가능성을 배제합니다. 

 

단색 배경: 단색 배경은 단순히 기존 CAD 배경(해당 상자가 선택되어 있으므로) 또는 다른 색상(이 

상자가 선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우 사용자는 아래에 표시된 색상 

팔레트에서 배경에 사용하려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색상을 선택한 후 이를 위해 존재하는 3 개의 슬라이딩 막대를 적절히 설정하여 약간 

수정할 수 있으며 프레임의 배경색을 보기 위해 변경될 때마다 "미리 보기" 창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 옵션을 통해 도면이 삽입될 "가로"의 이미지 파일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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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Textures" 하위 폴더에서 "Cloud.jpg" 파일을 선택하면 해당 배경이 나타납니다. 

⚫ 조명 조명의 배치, 조명 색상 및 조명 강도를 지정하여 장면의 그림자와 반사를 포함하여 그림이나 

장면에 조명을 비추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조명은 시야 외부 또는 내부에 배치하여 장면의 다른 

영역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자연광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려면 이 명령을 통해 태양 위치를 쉽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표시되는 대화 상자 창에서 원하는 도시(예: 아테네)와 태양 위치가 고려되는 

월(예: 9 월) 및 사실적 효과를 적용하려는 요일 및 시간(일반 또는 일광 절약 시간)을 선택합니다. 

⚫ 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지형(AutoREG) 내에서 "북쪽 설정" 명령을 통해 관련 기호를 

배치하여 정의할 수 있는 북쪽 방향 설정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태양을 배치하여 포토 

리얼리즘 생성될 장면은 자연광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태양을 정의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태양을 선택합니다. 

⚫ su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이 옵션을 통해 사용자는 광원의 위치를 쉽고 빠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Illuminator Position"이 

선택되면 프로그램은 우선 조명기 이름(예: 1)을삽입한 다음(예: 1) 평면도에서의 위치를 나타내는 x 및 y 

좌표를 삽입하라는 메시지를 명령줄에 표시합니다. 마우스로 쉽게 수행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높이를 

입력합니다. 위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면 조명이 배치한 위치와 높이에 조명이 나타나며 위에 표시된 

기호와 중간에 이름이 표시됩니다. 

조명을 배치하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조명 배치를 선택합니다. 

⚫ 사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조명을 편집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조명 편집을 선택합니다. 

⚫ ligh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이 옵션은 아래에 설명된 옵션을 포함하여 다음 조명기 편집 대화 상자를 직접 엽니다. 

 

주변광: 이 옵션을 통해 주변광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변광은 특정 광원에서 직접 오지 않고 

특정 공간에 존재하는 조명입니다. 흐린 날 방에 존재하는 자연 채광. 강도는 모든 방향의 모든 표면에 

대해 일정합니다. 

값이 클수록 소스에 의해 직접 조명되지 않는 영역이 더 강하게 조명됩니다. "색상" 옵션을 통해 흰색을 

제외한 주변 조명에 대해 다른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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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라이트: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는 잠금 광원입니다. 강도, 색상 및 페이딩 또는 그림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의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스포트라이트는 라이트 원뿔을 만듭니다. 방향, 

중간 빔의 중심 원뿔 크기(원뿔 꼭짓점의 각도 정의), 반감기 원뿔의 크기(반감기 원뿔 꼭짓점의 각도 

정의), 색상, 페이딩 여부 및 여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개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원거리 라이트: 원거리 라이트는 한 방향으로만 평행한 광선을 생성합니다. 태양은 그러한 광원의 한 

예입니다. 물론 렌더에서는 "태양" 명령을 대신 실행하여 쉽게 수행할 수 있으므로 태양을 정의하기 위해 

"원거리 조명" 옵션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기능은 렌더링 메뉴 대화 상자 창을 통해 직접 안개를 활성화하는 데 사용되는 안개입니다. 

안개를 설정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안개를 선택합니다. 

⚫ fog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 그림의 개체(예: 나무, 사람 그림 등)를 드로잉에 삽입할 수 있는 가로 및 비트맵 개체입니다. 

이러한 개체는 그림에서 제한된 공간을 차지하는 이점이 있지만 사실주의에 인상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타나는 화면의 라이브러리 목록에서 원하는 개체를 선택합니다. 화면에서 개체를 보려면 "미리보기"를 

실행하십시오. 

기하학 옵션에서 이것은 비트맵(이미지)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선형 그림의 기하학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옵션인 "단일 면"은 삼각형을 배치하여 물체 위치를 결정하거나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삼각형을 

배치합니다. 선택한 유형은 개체가 만드는 그림자에 영향을 줍니다. 

"높이" 옵션을 통해 도면에 있는 개체의 높이를 미터 단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예: 사람 그림의 경우 

1.8m). 

"위치" 옵션을 통해 개체를 도면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NOTE 가로 개체를 편집하려면 "가로 개체 편집"(LSEDIT)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새 

개체를 저장하려면 "LSLIB(가로 개체 라이브러리)" 명령을 실행합니다. 가로 개체는 확장자가 "lli"인 

파일에 저장됩니다(예:Render_eg.lli). 

가로 개체를 삽입하려면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가로 개체를 선택합니다. 

⚫ lsnew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비트맵 객체를 편집하려면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비트맵 개체 편집을 선택합니다. 

⚫ lsedi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비트맵 개체 라이브러리 
Bitmap Object Library 에서 Bitmap 을 찾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수정하고, 새로운 

개체를 생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브러리의 개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 (render_en.lli 등) "열기" 명령을 통해 원하는 다른 라이브러리에 저장합니다. 

비트맵 개체 라이브러리를 활성화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추가 렌더링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렌더링> 렌더링 옵션을 선택합니다. 

⚫ 렌더링> 가로 개체를 선택합니다. 

⚫ lsnew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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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더링 된 이미지 인쇄 
렌더링 된 이미지를 프린터로 직접 인쇄할 수 없습니다. 대신, 먼저 도면을 비트맵(.bmp), TrueVision 

TGA(.tga) 또는 휴대용 네트워크 그래픽(.png)과 같은 다른 형식으로 저장해야 합니다. 렌더링 된 

이미지를 저장한 후 다른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렌더링 된 이미지를 저장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렌더링 설정을 선택합니다. 

⚫ 렌더링 도구 모음에서 렌더링 기본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rpref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대상에서 파일을 선택하고 파일 출력 옵션을 정의합니다. 

렌더링 및 렌더링 옵션 
렌더링은 일련의 매개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매개변수에는 렌더링 알고리즘 선택, 음영 처리 

방법 및 기타 여러 옵션이 포함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OpenGL: 이 옵션을 사용하면 4MCAD 환경 내에서 매우 빠르게 렌더링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렌더링 모드에서 "이동", "확대", "축소" 및 "3D 궤도"명령을 실행하여 모든 면에서 도면의 

렌더링 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세그먼트별로 "렌더링" 옵션을 

반복하지 않고도 자신이선택한 모든 개체 및 재료에 대한 렌더링 효과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 "렌더링" 옵션은 표면(예: 벽돌)의 재료를 표시하지만 그림자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주변 조명: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주변 조명(예: 태양)으로 인해 표면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렌더링 시 다양한 표면에서 그림자가 생성됩니다. 

조명: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광원(포인트 조명, 원거리 조명, 스포트라이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재료: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렌더링과 함께 이전에 지정된 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광학: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렌더링 표면이 위의 모든 항목(음영, 재료, 조명)에 따라 올바르게 

업데이트됩니다. 

대상: 렌더링이 수행될 위치를 정의합니다. "대상" 표시 아래에 있는 버튼을 선택하면 렌더링 평균을 

정의할 수 있는 옵션 목록이 나타납니다. 

파일 형식: 이 섹션 옵션 목록의 풀 다운 메뉴 상자를 클릭하면 포토 리얼리즘을 적용할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4MCAD 는 BMP,TGA(압축 및 비압축) 및 PNG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이 섹션 옵션 목록의 하단 풀 다운 메뉴 상자를 클릭하면 픽셀 단위로 이미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치수는 원하는 화면 해상도에 비례합니다. 표준 

이미지 크기(예: 800x600 또는 640x480)를 선택하면 판독 값 "Χ:", "Y:" 및 "종횡비"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사용자 정의 크기를 선택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

Χ:", "Y:"를 통해 파일 내에 생성될 이미지 크기를 조정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 여기에서 화면 픽셀 크기 대 파일 픽셀 크기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정의 해상도의 경우). 

색상: 이 섹션에서는 렌더링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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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완료한 후 "ΟΚ"를 클릭하여 이전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렌더링 옵션을 제어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렌더링 옵션을 선택합니다. 

⚫ 렌더링 도구 모음에서 렌더링 기본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 rpref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Render 명령을 통해 원하는 장면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라인 

명령에 "render"를 입력하고 "enter"를 눌러 명령을 실행합니다. 

도면의 렌더링 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은선이 제거되고 여러 광원에서 조명된 것처럼 표면이 음영 

처리됩니다. 

전체 렌더링은 광원, 그림자, 표면 재질 속성 및 반사가 포함된 사실적인 모델 이미지를 만듭니다. 

스포트라이트, 햇빛을 시뮬레이션 하는 원거리 조명 및 주변광으로 이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광원을 사용자 지정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기본 광원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가상 광원의 광선은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인 모델의 표면을 통해 반사 및 굴절될 때 

추적됩니다. 광선 추적은 그림자가 떨어지는 위치와 금속 및 유리와 같은 반짝이는 재료의 반사가 

나타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모델을 구성하는 재료의 반사 속성을 수정하여 광선이 표면에서 

반사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렌더링은 모델이 아직 없는 경우 표시되는 기반을 자동으로 생성하므로 공간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도 이미지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흐린 하늘과 같은 배경이나 돌담과 같은 

가져온 래스터 그래픽도 이미지 뒤에 추가하여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Photorealism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위의 매개변수를 수정한 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전체 절차를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렌더링을 선택합니다. 

⚫ 렌더링 도구 모음에서 렌더링 도구 

⚫ render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NOTE 사진을 인쇄하려면 대상을 정의해야 합니다. 

(대상 렌더링 창) 또는 파일에 복사한 다음 Windows "Painting" 프로그램(예:Paintbrush 또는 

Paint)을 실행하여("Open"을 통해) 파일(예: BMP 또는 TGA 유형)을 로드하고 인쇄(" 인쇄"). 

분명히 컬러 사진에는 컬러 프린터와 관련프린터 드라이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프로그램 및 컴퓨터 작업 
4MCAD 는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Microsoft® Word 문서에 

4MCAD 도면을 포함하거나 부품 목록이 포함된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를 4MCAD 도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4MCAD 도면에 다른 프로그램의 4MCAD 도면과 다른 프로그램의 문서를 4MCAD 도면에 

포함하려면 링크하거나 포함합니다. 4MCAD 도면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4MCAD 도면을 이메일로 동료에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 스냅샷을 저장하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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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체 연결 및 포함을 사용합니다. 

⚫ 4MCAD 도면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내보냅니다. 

⚫ 하나 이상의 도면을 다른 파일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 다른 컴퓨터에서 4MCAD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 인터넷에서 4MCAD 를 사용합니다. 

스냅샷 저장 및 보기 
도면의 스냅샷을 저장하여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스냅샷은 현재 도면을 화면에 나타나는 그대로 *.emf, 

*.wmf 또는 *.sld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스냅샷은 도면 파일이 아닙니다. 스냅샷을 편집하거나 인쇄할 수 

없습니다. 볼 수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냅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그림의 스냅샷을 보여주어 프레젠테이션을 만듭니다. 

⚫ 다른 도면에서 작업하는 동안 도면의 스냅샷을 참조합니다. 

⚫ 스크립트를 사용하여 여러 스냅샷을 슬라이드 쇼로 표시합니다. 

스냅샷을 볼 때 현재 도면을 일시적으로 대치합니다. 현재 도면의 표시를 새로 고치면(다시 그리기, 

초점이동, 확대/축소, 최소화, 최대화 또는 바둑판식으로 배열) 스냅샷 이미지가 사라지고 현재 도면으로 

돌아갑니다. 

스냅샷 생성 
현재 보기를 스냅샷으로 저장하여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스냅샷에는 현재 표시되지 않는 도면층의 객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냅샷의 내용도 현재 도면 공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형 공간에서 스냅샷은 현재 

뷰포트만 표시합니다. 도면 공간에서 스냅샷에는 보이는 모든 뷰포트가 포함됩니다. 

스냅샷을 생성하기 

1. 스냅샷으로 캡처하려는 그림을 정확히 표시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스냅샷 만들기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스냅샷 만들기(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스냅샷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스냅샷 만들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msnapshot 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스냅샷 생성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스냅샷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4. 파일 형식 목록에서 *.emf, *.wmf 또는 *.sld 를 선택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현재 도면은 화면에 남아 있고 스냅샷은 지정한 디렉토리에 저장됩니다. 

스냅샷 보기 
이전에 저장한 스냅샷을 볼 수 있으며 AutoCAD 를 사용하여 만든 스냅샷도 볼 수 있습니다. 

스냅샷을 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스냅샷 보기(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도구> 스냅샷 보기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스냅샷 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vsnapshot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스냅샷 보기 대화 상자에서 보려는 스냅샷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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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기를 클릭합니다. 

4MCAD 는 현재 도면 창에 스냅샷을 표시합니다. 

4MCAD 도면에서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 사용 
임베딩 또는 링크를 사용하여 4MCAD 도면에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4MCAD 도면에 포함하려는 개체 또는 파일의 유형과 해당 도면에 포함된 후 수행하려는 작업에 따라 

다릅니다. 

도면에 객체 포함 
작업하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에 보관하거나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려는 경우 4MCAD 

도면에 개체를 포함합니다. 개체 연결 및 포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서 평면도의 4MCAD 도면과 함께 부서 컴퓨터 장비에 대한 데이터를 배포하려는 경우 

Microsoft® Excel 스프레드시트를 평면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삽입하면 4MCAD 가 해당 데이터의 컨테이너가 됩니다. 4MCAD 도면에 

포함된 개체는 4MCAD 파일의 일부가 됩니다. 데이터를 편집할 때 4MCAD 도면 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엽니다. 

포함된 데이터에 대한 변경 사항은 4MCAD 도면에만 있으므로 해당 데이터를 별도의 파일에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별도의 파일에 존재하는 경우 4MCAD 에서 포함된 개체를 수정할 때 원본 

파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또한 원본 파일을 변경해도 4MCAD 도면의 포함된 개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개체를 4MCAD 도면에 포함하기 

1. 원하는 데이터가 포함된 파일을 엽니다. 

2. 파일에서 4MCAD 도면에 포함할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3. 해당 프로그램의 명령을 선택하여 클립보드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집> 복사를 선택합니다. 

4. 4MCAD 창에서 삽입하려는 도면을 표시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홈> 붙여넣기(클립보드에서)를 선택하거나 편집> 붙여넣기 (수정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편집>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붙여넣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붙여넣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클립보드의 데이터는 포함된 개체로 도면에 붙여 넣습니다. 개체는 보기의 중앙에 나타나지만 

커서를 이동하여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4MCAD 내의 기존 파일에서 개체를 포함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개체(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개체를 선택합니다. 

⚫ insertobj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개체 삽입 대화 상자에서 파일에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파일을 지정합니다. 

⚫ 파일 상자에 경로와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선택합니다. 

4. 해당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도면에 표시하려면 아이콘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파일의 첫 페이지는 아이콘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하지 않는 한 4MCAD 도면에 나타납니다. 개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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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고 끌어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MCAD 내에서 새 포함된 개체를 생성하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개체(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개체를 선택합니다. 

⚫ insertobj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개체 삽입 대화 상자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3. 개체 유형 목록에서 만들려는 개체의 유형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해당 개체를 생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4MCAD 내에서 열립니다. 프로그램이 ActiveX 와 

호환되는 경우 4MCAD 도면의 제자리(다른 프로그램 내)에서 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전체 창에서 열립니다. 

4. 다른 프로그램에서 개체를 만듭니다. 

5. 프로그램이 다른 문서 내에서 실행 중인 경우(제자리에서) 아무 곳이나 클릭하십시오. 

포함된 개체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닫습니다. 

프로그램이 전체 창에서 실행 중인 경우 파일> 종료를 선택합니다. 

도면에 개체 연결 
다른 프로그램이 ActiveX 를 지원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를 4MCAD 도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많은 

파일에 동일한 데이터를 포함하려면 연결을 사용하십시오.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다른 파일에 대한 모든 

링크가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ActiveX 호환 도면 프로그램에서 회사 로고를 생성하고 4MCAD 로생성하는 모든 도면의 제목 

블록에 이를 포함하려는 경우 각 4MCAD 도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도면 프로그램에서 원본 로고를 

변경하면 4MCAD 도면이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링크하면 4MCAD 도면은 데이터를 작성한 파일의 위치에 대한 참조만 

저장합니다. 저장된 파일에서 데이터를 연결하면 4MCAD 에서 데이터를 찾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파일에 대한 참조만 추가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4MCAD 도면의 파일 크기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크에는 약간의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링크된 파일을 이동하는 경우 링크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연결된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연결된 모든 파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도면을 열 

때마다 링크된 객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지정한 경우에만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링크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원본 파일의 개체에 대한변경 사항이 4MCAD 도면에도 나타나며 4MCAD 를 통해 

변경된 경우 원본 파일에도 나타납니다. 

파일을 4MCAD 도면에 링크하기 

1. 원본 파일을 저장합니다. 

링크는 원본 파일에 대한 참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링크하기 전에 파일을 저장해야 합니다. 

2. 원본 파일에서 4MCAD 도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3. 해당 프로그램의 명령을 선택하여 클립보드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집> 복사를 선택합니다. 

4. 파일을 연결할 4MCAD 도면을 표시합니다. 

5. 4MCAD 에서 편집>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6. 선택하여 붙여넣기 대화 상자에서 링크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4MCAD 내에서 연결된 개체를 만들기 

1. 링크된 개체를 표시하려는 4MCAD 도면을 표시합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 개체(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 개체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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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sertobj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개체 삽입 대화 상자에서 파일에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파일을 지정합니다. 

⚫ 파일 상자에 경로와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파일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파일을 선택합니다. 

5. 링크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6. 해당 프로그램의 아이콘을 도면에 표시하려면 아이콘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아이콘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하지 않는 한 첫 번째 페이지는 4MCAD 도면에 나타납니다. 개체의 위치를 

변경하려면 개체를 선택하고 끕니다. 

4MCAD 내에서 포함되거나 연결된 개체 편집 
4MCAD 내에서 원래 프로그램에 포함되거나 연결된 개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포함된 개체를 수정할 

때 원본 파일이 아닌 4MCAD 에서만 개체를 변경합니다(기존 파일에서 개체를 붙여넣은 경우). 그러나 

링크된 파일을 수정하면 원본파일을 열어 변경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에는 포함되거나 연결된 ActiveX 개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의 하위 메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ctiveX 개체를 편집하는 명령은 편집 및 열기입니다. 개체가 포함되어 

있고 프로그램이 내부 편집을 지원하는 경우 편집 명령은 개체를 제자리에서 엽니다. 열기 명령은 전체 

프로그램 창에서 개체를 엽니다. 4MCAD 에서 이 명령은 편집 메뉴의 맨 아래에 나타납니다. 

포함되거나 연결된 개체를 편집하기 

⚫ 4MCAD 도면에서 개체를 두 번 클릭합니다. 개체가 포함되어 있고 개체를 만든 프로그램이 내부 

편집을 지원하는 경우 개체가 제자리에서 열립니다. 개체가 연결되어 있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내부 

편집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다른 프로그램이 전체 창에서 열리고 개체를 표시합니다. 

다른 형식으로 만든 파일 가져오기 

다음 형식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 Autodesk DXF 형식 — Autodesk Drawing Exchange 형식은 .dxf 파일 확장자를 가진 도면 

파일의 ASCII 설명입니다. 

⚫ Autodesk DXB 형식 — Autodesk Drawing Exchange 형식은 파일 확장자가 .dxb 인 도면 파일의 

이진 설명입니다. 

⚫ Autodesk DWF format — Autodesk Design Web Format (.dwf 파일과함께 사용)은 다른 

사람들이 웹 브라우저에서 보고 검토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도면을 배포하는 데 사용됩니다. DWF 

형식은 .dwf 파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 DWT 형식 — 도면 템플릿에는 새 도면을 작성할 때 재사용할 수 있는 미리정의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면 템플릿은 .dwt 파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 DGN 형식 — Bentley Microstation 에서 사용되는 도면 파일. DGN 형식은 .dgn 파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 Spatial Technologies ACIS 형식 — .sat 파일로 저장된 3 차원 ACIS 솔리드. 

⚫ IGES 형식 — IGES(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 형식의 데이터를 .iges 또는 .igs 

파일로 모델링합니다. 

⚫ STEP 형식 — STEP(제품 교환 표준) 형식의 데이터를 .step, .ste 또는 .stp 파일로 모델링합니다. 

⚫ IFC 형식 — 건물 및 건설 데이터에 사용되는 IFC(Industry FoundationClasses) 형식의 도면 

파일입니다. 

⚫ Autodesk RVT 및 RFA 형식 — 건물 및 건설 데이터에 사용되는 RVT 및 RFA 형식의 도면 

파일입니다. 

⚫ DAE 형식 — Collada 파일은 3D 그래픽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대화형 3 차원 그래픽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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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입니다(ACIS 객체를 포함하여 3 차원 객체를 내보냄). Collada 파일은 .dae 파일 확장자를 

사용합니다. 

DXF, DWF, DWT, DGN 또는 DAE 형식 파일 가져오기 

.dxf 파일, 2 차원 .dwf 파일, .dwt, .dae 및 .dgn 파일을 가져오는 것은 표준 도면파일을 여는 것과 

유사합니다. 

DXF, DWF, DWT, DGN 또는 DAE 형식 파일을 가져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를 선택하거나 삽입 >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 표준 도구 모음에서 열기 도구를 클릭합니다. 

⚫ 가져오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도면이 포함된 폴더를 선택합니다. 

3. 파일 유형에서 가져올 도면 유형을 선택합니다. 

4. 열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5. 열기를 클릭합니다. 

DXB 형식 파일 가져오기 

DXB 형식 파일은 건축 및 시공 데이터에 사용되는 도면 파일입니다. 

DXB 형식 파일을 가져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dxbin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열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IFC, RVT 또는 RFA 형식 파일 가져오기 

IFC, RVT 또는 RFA 형식 파일에는 일반적으로 시각화, 설계, 분석 및 건물 시공 문서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3D 모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fc, .rvt 또는 .rfa 파일을 가져오면 파일의 각 항목에 대해 별도의 도면요소가 작성되고 가능한 경우 

해당 항목이 AEC 도면요소로 변환됩니다. 

IFC, RVT 또는 .RFA 형식 파일을 가져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BIM IN 을 선택합니다. 

⚫ 리본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가져오기> BIM 입력을 선택합니다. 

⚫ bimimpor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열려는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ACIS 형식 파일 가져오기 

ACIS 형식 파일에는 ASCII .sat 파일로 저장된 3 차원 솔리드, 영역 또는 본체가 포함됩니다. 

ACIS 형식 파일을 가져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서 가져오기> ACIS 입력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ACIS 입력을 선택하거나 삽입 > ACIS 파일을 선택합니다. 

⚫ 아신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sat 파일이 포함된 디렉토리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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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려는 .sat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열기를 클릭합니다. 

IGES 형식 파일 가져오기 

IGES(초기 그래픽 교환 사양) 형식은 일반적으로 .iges 또는 .igs 파일에 저장된 3D 표면을 포함하는 교환 

형식입니다. IGES 데이터는 3 차원 솔리드로 가져옵니다. 

IGES 형식 파일을 가져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에서 IGES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 IGES 입력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 igesimpor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가져올.iges 또는 .igs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선택한 파일을 가져올 준비가 되면 상태 표시줄에 풍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4. 풍선 메시지에서 파일 이름을 클릭하여 가져오기를 완료합니다. 

5. 가져온 객체를 보려면 범위를 확대합니다. 

STEP 형식 파일 가져오기 

STEP(제품 교환 표준)은 일반적으로 .step, .ste 또는 .stp 파일에 저장된 3D 개체를 포함하는 ISO 표준 

교환 형식입니다. STEP 데이터를 3 차원 솔리드로 가져옵니다. 

STEP 형식 파일을 가져오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STEP In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가져오기> STEP In 을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 stepimport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가져올 .step, .ste 또는 .stp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4. 풍선 메시지에서 파일 이름을 클릭하여 가져오기를 완료합니다. 

5. 가져온 객체를 보려면 범위를 확대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4MCAD 데이터 사용하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만든 문서에 4MCAD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연결 

⚫ 드래그 

⚫ 수출 

⚫ 이메일 

⚫ 임베딩 

선택하는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과 4MCAD 데이터를 다른 문서에 배치한 후 작업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내보내기를 제외한 각 방법은 ActiveX 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통합합니다. ActiveX 를 

사용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4MCAD 도면을 열어 4MCAD 도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면 삽입 
4MCAD 도면을 삽입하면 다른 프로그램의 문서 파일의 일부가 됩니다. 도면을 편집할 때 다른 문서에 

포함된 버전만 편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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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문서에 포함시킨 데이터에 대해 4MCAD 도면에 대한 링크를 유지하지 않으려는 경우 포함이 

유용합니다. 새 도면에 대한 편집 사항은 원본 도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전송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로 전송할 수 있지만 포함된 개체는 파일 크기를 증가시킵니다. 

Microsoft® Word 와 같이 ActiveX 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문서 내에서 새 내장 4MCAD 도면을 

생성하거나 기존 4MCAD 도면을 내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서에서 4MCAD 도면을 작성하기 

1. 문서에서 삽입> 대상체(또는 이에 상응하는 명령 프로그램). 

2. 대화 상자에서 새 파일 생성 옵션을 클릭합니다. 

3. 개체 유형에서 4MCAD 도면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4. 4MCAD 도면을 생성합니다. 

5. 4MCAD 가 자체 창에서 실행 중인 경우 파일> 종료를 선택합니다. 

4MCAD 가 다른 문서 내에서 실행 중인 경우(제자리에서) 4MCAD 도면 외부 문서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4MCAD 를 닫습니다. 

6. 문서 내에서 4MCAD 도면을 편집하려면 도면을 두 번 클릭합니다. 다른 문서 내에서 기존 

4MCAD 도면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절차의 1 단계를 수행한 다음 기존 파일에서 개체를 

만드는 옵션을 클릭합니다. 

선택한 4MCAD 객체를 포함하기 

1. 4MCAD 에서 포함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2. 편집> 복사를 선택하거나 Ctrl+C 를 누릅니다. 

3. 객체를 포함할 문서를 엽니다. 

4. 편집> 붙여넣기(또는 이에 상응하는 명령)를 선택합니다. 

전체 4MCAD 도면을 포함하기 

1. 그림을 포함할 문서를 엽니다. 

2.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삽입 > 개체(데이터 내)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삽입 > 개체를 선택합니다. 

⚫ insertobj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파일에서 생성을 클릭합니다. 

4.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포함할 파일을 선택합니다. 

5. 삽입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포함된 4MCAD 개체를 제자리에서 편집 
많은 ActiveX 호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또는 컨테이너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포함된 

4MCAD 개체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내부 편집이라고 합니다. 다른 4MCAD 메뉴 및 도구 모음은 

4MCAD 개체를 편집하는 동안 활성 창에 있는 대부분의 메뉴와 컨트롤을 일시적으로 대체합니다. 

포함된 4MCAD 개체를 제자리에서 편집하기 

1. 컨테이너 응용 프로그램에서 포함된 4MCAD 개체를 두 번 클릭합니다. NS 다른 4MCAD 메뉴 및 

컨트롤 세트가 나타납니다. 

2. 4MCAD 도면을 편집합니다. 

3. 도면 창 외부의 아무 곳이나 클릭하여 내부 편집 컨트롤을 종료합니다. 

도면 연결 
4MCAD 도면을 다른 문서에 링크하면 다른 문서에는 실제 도면이 아닌 4MCAD 도면 파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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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포함됩니다. 저장된 4MCAD 파일에 데이터를 연결하면 다른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찾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문서에 동일한 4MCAD 데이터를 업데이트 하려는 경우 데이터를 한 위치에서만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다른 문서에 링크된 버전은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4MCAD 파일을 다른 문서에 링크해도 4MCAD 개체를 포함할 때처럼 파일 크기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링크는 더 많은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전송하려면 연결된 모든 파일을 다른 컴퓨터 

4MCAD 파일을 다른 문서에 링크 

1. 연결할 도면을 엽니다. 링크는 파일에 대한 참조이므로 참조된 파일은 로컬 또는 원격 디스크에 

저장해야 합니다.연결하려는 그림을 저장하지 않은 경우 파일> 저장을 선택합니다. 

2. 다른 프로그램에서 포함할 문서를 엽니다. 

3. 개체 삽입을 위한 해당 프로그램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Microsoft® Office 프로그램에서 삽입 > 개체를 선택합니다. 개체 대화 상자에서 파일에서 만들기 탭을 

클릭합니다. 연결할 도면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파일에 연결 확인란을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면은 원본 4MCAD 파일에 대한 링크와 함께 문서에 나타납니다. 

4MCAD 도면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드래그 
4MCAD 도면을 포함하려는 다른 프로그램이 ActiveX 와 호환되는 경우 메뉴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을 

붙여넣는 대신 Windows 탐색기에서 도면 파일 아이콘을 다른 문서로 끌어다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면을 끌어다 놓는 것은 클립보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클립보드의 데이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Windows 탐색기에서 4MCAD 도면 파일을 드래그 하면 전체 도면을 다른 문서에 링크하거나 

포함합니다. 파일을 끌면 수행하는 작업에 따라 커서가 변경됩니다. 

끌어서 놓기를 쉽게 하려면 응용 프로그램 창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도면을 끌기 전에 파일 아이콘과 도면을 놓을 문서가 보이도록 Windows 탐색기 창과 다른 프로그램의 

창을 배치합니다. 

도면을 다른 문서로 끌어서 포함하기 

⚫ 도면 파일의 아이콘을 선택한 다음 도면을 문서로 끕니다. 

도면 내보내기 
4MCAD 도면을 다른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하거나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면을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면 도면의 모든 요소가 새 파일에 저장됩니다. 또는 새 파일에 포함할 객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면을 .bmp, .emf, .wmf, .stl, .dae 또는 .svg 파일로 내보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내보내기를 선택하거나출력 >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내보내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도면을 파일로 내보내기 대화 상자의 파일 형식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3. 생성하려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5. 선택 프롬프트 상자가 표시되면 객체 선택 방법을 선택한 다음 선택 세트를 작성하십시오. 

6. 객체 선택을 마쳤으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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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형식 파일로 내보내기 

PDF 형식 파일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Adobe® Acrobat® 

Reader®에서 볼 수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그림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Adobe® 

Acrobat 에서 보고, 검토하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을 2 차원 및 3 차원 PDF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면을 .pdf 파일로 내보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내보내기를 선택하거나 출력 >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내보내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파일 형식에서 PDF(Portable Document Format)를 선택합니다. 

3. 생성하려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5. 객체 선택 방법을 선택한 다음 다음을 포함하는 선택 세트를 생성합니다. 

6. 객체선택을 마쳤으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7. 2D 대신 3D .pdf 파일을 생성하려면 도면층 지원 활성화를 선택한 다음 3DPDF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8. .pdf 파일로 내보낼 방법에 대한 추가 옵션을 선택합니다. 

([?]를 클릭하여 각 옵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9.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pdf 파일로 인쇄하고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내보내는 대신 .pdf 파일로 인쇄해야 하는 경우 .pdf 파일로 직접 인쇄하거나 발행할 수 있습니다.  

DWF 형식 파일로 내보내기 

DWF 형식 파일을 사용하면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도면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4MCAD 는 도면을 Design WebFormat(.dwf) 파일로 내보냅니다. 이 파일은 Autodesk 

Design Review 도 컴퓨터에 설치된 경우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습니다. Design 

Review 는 Autodesk 의 무료 도구입니다.도면을 2D .dwf 파일 또는 3D .dwf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2D .dwf 파일은 파일 크기가 더 작지만 3 차원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D .dwf 

파일은 Autodesk® Design Review 를 사용하여 3 차원으로 볼 수 있지만 파일 크기가 더 큽니다. 

도면을 .dwf 파일로 내보내기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내보내기를 선택하거나 출력 >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파일>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 내보내기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파일 형식에서 웹 형식 디자인(dwf)을 선택합니다. 

3. 생성하려는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5. 객체 선택 방법을 선택한 다음 다음을 포함하는 선택 세트를 생성합니다. 

6. 내보낼 방법을 선택합니다. 

⚫ DWF 파일 버전 — 원하는 파일 버전을 선택합니다. 버전 4.2 는 모델 탭에서만 객체를 내보낼 수 

있습니다(레이아웃 없음). 버전 5.5 는 현재 레이아웃만 내보낼 수 있습니다. 버전 6.0 은 현재 

레이아웃 또는 모든 레이아웃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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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WF 파일 형식 — 원하는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압축된 이진 파일은 압축되지 않은 이진 

파일보다 파일 크기가 더 작습니다(둘 다 2D .dwf 파일임). ASCII 파일은 2D .dwf 파일의 경우 

가장 큰 파일 크기를 갖지만 3D .dwf 파일은 파일 크기가 더 커서 3 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내보낼 레이아웃 — 현재 레이아웃만 내보낼지 또는 도면의 모든 레이아웃을 내보낼지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8. 객체 선택을 마쳤으면 Enter 키를 누릅니다. 

DGN 형식 파일로 내보내기 

DGN 형식 파일을 사용하면 Bentley® Microstation®과 같은 다른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토, 

편집 및 마크업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면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DGN 버전 8 파일로 

내보냅니다. 

도면을 .dgn 파일로 내보내기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OpenGL: 이 옵션을 사용하면 4MCAD 환경 내에서 매우 빠르게 렌더링하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렌더링 모드에서 "이동", "확대", "축소" 및 "3D 궤도"명령을 실행하여 모든 면에서 도면의 렌더링 

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용자는 세그먼트별로 "렌더링" 옵션을 반복하지 않고도 

자신이선택한 모든 개체 및 재료에 대한 렌더링 효과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렌더링: "렌더링" 

옵션은 표면(예: 벽돌)의 재료를 표시하지만 그림자를 생성하지 않습니다.주변 조명: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주변 조명(예: 태양)으로 인해 표면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이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렌더링 시 다양한 표면에서 그림자가 생성됩니다. 

조명: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광원(포인트 조명, 원거리 조명, 스포트라이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재료: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렌더링과 함께 이전에 지정된 재료를 볼 수 있습니다. 광학: 이 옵션이 

활성화되면 렌더링 표면이 위의 모든 항목(음영, 재료, 조명)에 따라 올바르게 업데이트됩니다. 

대상: 렌더링이 수행될 위치를 정의합니다. "대상" 표시 아래에 있는 버튼을 선 

택하면 렌더링 평균을 정의할 수 있는 옵션 목록이 나타납니다. 파일 형식: 이 섹션 옵션 목록의 풀 

다운 메뉴 상자를 클릭하면 포토 리얼리즘을 적용할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4MCAD 는 BMP,TGA(압축 및 비 압축) 및 PNG 파일 형식을 지원합니다. 이 섹션 옵션 

목록의 하단 풀 다운 메뉴 상자를 클릭하면 픽셀 단위로 이미지 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 치수는 원하는 화면 해상도에 비례합니다. 표준 이미지 크기(예: 800x600 또는 

640x480)를 선택하면 판독 값 "Χ:", "Y:" 및 "종횡비"가 자동으로 조정되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사용자 정의 크기를 선택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Χ:", "Y:"를 통해 파일 내에 생성될 

이미지 크기를 조정합니다. 

가로 세로 비율: 여기에서 화면 픽셀 크기 대 파일 픽셀 크기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정의 해상도의 경우). 

색상: 이 섹션에서는 렌더링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완료한 후 "ΟΚ"를 클릭하여 이전 대화 상자로 돌아갑니다. 

렌더링 옵션을 제어하려면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 렌더링 옵션을 선택합니다. 

⚫ 렌더링 도구 모음에서 렌더링 기본 설정 도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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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ref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Render 명령을 통해 원하는 장면을 렌더링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메뉴에서 라인 

명령에 "render"를 입력하고 "enter"를 눌러 명령을 실행합니다. 

도면의 렌더링 된 이미지를 생성하면 은선이 제거되고 여러 광원에서 조명된 것처럼 표면이 음영 

처리됩니다. 

전체 렌더링은 광원, 그림자, 표면 재질 속성 및 반사가 포함된 사실적인 모델 이미지를 만듭니다. 

스포트라이트, 햇빛을 시뮬레이션 하는 원거리 조명 및 주변광으로 이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광원을 

사용자 지정하지 않도록 선택하면 프로그램에서 기본 광원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가상 광원의 광선은 

광선 추적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인 모델의 표면을 통해 반사 및 굴절될 때 추적됩니다. 광선 추적은 

그림자가 떨어지는 위치와 금속 및 유리와 같은 반짝이는 재료의 반사가 나타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모델을 구성하는 재료의 반사 속성을 수정하여 광선이 표면에서 반사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전체 렌더링은 모델이 아직 없는 경우 표시되는 기반을 자동으로 생성하므로 공간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배경도 이미지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흐린 하늘과 같은 배경이나 돌담과 같은 가져온 

래스터 그래픽도 이미지 뒤에 추가하여 더욱 사실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Photorealism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이미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위의 매개변수를 수정한 후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전체 

절차를 원하는 만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된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렌더링 > 렌더링을 선택합니다. 

⚫ 렌더링 도구 모음에서 렌더링 도구 

⚫ render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NOTE 사진을 인쇄하려면 대상을 정의해야 합니다. 

(대상 렌더링 창) 또는 파일에 복사한 다음 Windows "Painting" 프로그램(예:Paintbrush 또는 Paint)을 

실행하여("Open"을 통해) 파일(예: BMP 또는 TGA 유형)을 로드하고 인쇄(" 인쇄"). 분명히 컬러 

사진에는 컬러 프린터와 관련프린터 드라이버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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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4MCAD 사용하기 
 

4MCAD 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액세스하고 도면 정보를 교환하고 다음을 포함한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도면에 하이퍼링크를 추가합니다. 

⚫ 그림을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 웹 사이트에서 4MCAD 로 직접 도면(.dwg 파일)을 드래그합니다. 

⚫ 드로잉 세션 중에 인터넷에 액세스합니다. 

하이퍼링크를 사용하려면 인터넷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완전히 사용하려면 인터넷에 액세스하려면 Internet Explorer 버전 5.0 이상이 필요합니다. 

도면에 하이퍼링크 추가 
4MCAD 도면에는 특정 컴퓨터의 웹 주소나 파일과 같은 다른 위치로 이동하는 포인터인 하이퍼링크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면의 모든 도면요소에 하이퍼링크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 객체를 

선택하면 링크를 열고 특정 웹 주소 또는 파일 위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파일에 대한 전체 경로를 

저장하는 절대 하이퍼링크 또는 기본 폴더 또는 URL(Uniform Resource Locator)에 상대적인 부분 

경로를 저장하는 상대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PICKFIRST 시스템 변수를 켜기로 설정해야 합니다. 

하이퍼링크와 관련된 파일은 PICKFIRST 시스템 변수가 켜져 있는 경우에만 열 수 있습니다. 

하이퍼링크를 만들려면 

1. 하이퍼링크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하이퍼링크와 연결하려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눌러 하이퍼링크 편집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파일을 지정합니다. 

⚫ 파일 또는 URL 링크 상자에 웹 주소를 입력합니다. 

4. 도면의 모든 하이퍼링크에 공통 경로를 사용하려면 하이퍼링크에 상대 경로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상대 경로는 파일을 다른 폴더로 이동할 때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여러 하이퍼링크 

경로를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대신 한 번에 여러 하이퍼링크 경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확인을 클릭하여 하이퍼링크 편집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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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ERLINKBASE 시스템 변수는 현재 도면의 모든 하이퍼링크에 사용되는 상대 경로를 정의합니다. 

기본 그리기 경로를 사용하려면 마침표(".")를 입력하여 값을 공백으로 둡니다. 

하이퍼링크를 제거하려면 

1. 하이퍼링크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하이퍼링크가 있는 객체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Enter 키를 눌러 하이퍼링크 편집 대화 상자를 

표시합니다. 

3. 링크 제거를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하여 하이퍼링크 편집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하이퍼링크에 액세스하려면 

1. 하이퍼링크가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2. 도면 영역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팝업 메뉴에서 링크 열기를 선택합니다. 

인터넷에 도면 게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인터넷에서 볼 수 있도록 도면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4MCAD 는 도면을 Design 

Web Format(.dwf) 파일로 내보냅니다. 이 파일은 Design Review 가 컴퓨터에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 웹 

브라우저에서 볼 수 있습니다. Design Review 는 Autodesk®의 무료 도구입니다. 

웹 사이트에서 도면 삽입 

일부 웹 사이트는 웹 사이트에서 도면을 직접 도면으로 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Autodesk® i-

drop 기술을 지원하는 모든 웹 사이트에서 도면을 끌어다 놓을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도면을 삽입하려면 

1. 웹 브라우저를 엽니다. 

2. Autodesk® i-drop 을 지원하는 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3. 웹 브라우저와 4MCAD 창을 모두 볼 수 있도록 배치합니다. 

4. 웹 브라우저에서 도면을 클릭하고 4MCAD 의 도면으로 끕니다. 도면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4MCAD 의 도면에 삽입됩니다. 

드로잉 세션 중 4MCAD 웹 사이트 액세스 
하이퍼링크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액세스하는 것 외에도 언제든지 회사 웹 사이트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회사 정보와 제품 정보 및 뉴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4MCAD 웹사이트에 접속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움말 > 웹의 4MCAD 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움말 > 웹상의 4MCAD 를 선택합니다. 

• onweb 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4MCAD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플러스 메뉴 작업 
4MCAD 는 일반 메뉴 PLUS 아래에 많은 옵션 그룹을 포함합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자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도움을 주기 위해 패키지에 구현된 일련의 추가 그리기 도구입니다. 

⚫ 일반적인. 

⚫ 문자 및 문자 프레임 편집. 

⚫ 메모, 라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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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및 도면층 작업 

기준 

인쇄 스케일 

옵션의 PLUS 메뉴에 포함된 첫 번째 옵션은 스케일을 지정하는 데 사용되는 "인쇄 스케일"입니다.  

 

중복 개체 삭제 

이 명령을 사용하여 모든 중복 객체를 지울 수 있습니다. 명령을 실행한 후 객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선택 필터 

이 명령을 사용하여 특정 속성(도면층, 색상, 두께 등)을 기반으로 객체 그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송 

이 명령은 인터넷 전송을 위한 파일 세트를 패키지화합니다. 

멀티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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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도면의 사양을 설정합니다. 현재 모형 공간에 있는지 도면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PDF 를 DWG 로 변환 

PDF to CAD 기능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도면, vectorial PDF 카탈로그 및 매뉴얼에 있는 기존의 일부를 

CAD 도면으로 쉽게 전송하여 기본 DWG 파일로 사용함으로써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PDF 를 

DWG 로 변환 기능은 모든 버전의 Adobe PDF 파일을 지원합니다. PDF 파일을 선택하기만 하면 

소프트웨어가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 해당 메시지를 표시하는 dwg 로 변환합니다. 

고도 설정 

이 명령은 현재 고도 z 를 정의합니다. 

라이브러리 관리자 

라이브러리 관리자는 일반적인 블록 도면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실행하면 다음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문자 및 문자 프레임 편집 

옵션의 문자 메뉴에는 특히 도면 내부의 문자를 조작하는 데 유용한 여러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메뉴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다음에 설명됩니다. 괄호의 사용은 4MCAD 의 해당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나타냅니다. 

문자 높이 

위의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의 현재 높이를 도면 밀리미터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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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 선택 

위의 명령을 사용하여 사용하려는 글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자 

위의 명령을 사용하면 응용 프로그램에서 요청한 문자의 높이와 각도를 지정하는 즉시 도면에 직접 문자를 

쓸 수 있습니다. <Enter> 키를 두 번 누르면 높이와 각도의 기본값이 유지되며, 이 경우 원하는 문자를 즉시 

작성합니다. 

단락 편집(Ptext) 

위의 명령은 단락 문자 편집기를 활성화합니다. 이 명령을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Center/Edit/Fit/Right/Slack/?/<Startpoint>: 문자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문자 높이 <0.2000>: 문자 높이를 도면 단위(Drawing Units)로 지정합니다. <Enter> 키를 누르면 기본값이 

사용됩니다. 

회전 각도 <0>: 문자의 쓰기 각도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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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inter_line spacing <0.3000>: 문자 줄 사이의 거리를 지정합니다. 

최대 줄 길이 <2.000>: 문자 줄의 최대 길이를 도면 단위(도면 단위)로 설정합니다. 

문자: 문자를 작성합니다. 새 줄에 쓰려면 현재 줄의 끝에 도달하기 전에 <Enter>를 누르십시오. 

시퀀스(산술 진행) 

위의 명령은 도면에 일련의 문자 또는 숫자를 (연속적으로) 배치합니다. 동일한 개체(예: 스위치, 조명, 소방 

상자 등)의 자동 번호 지정에 유용합니다. 명령을 실행하는 동안 다음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알파벳 <Α> 또는 숫자 <N> 시퀀스<A 또는 N>?: 알파벳 시퀀스가 필요한 경우 "A"를 입력하고 숫자 

시퀀스가 필요한 경우 "N"을 입력합니다. 

"A"를 입력하면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첫 번째 문자는 무엇입니까?: 시퀀스의 시작 문자를 지정하십시오. NS. 

문자 정렬 <왼쪽 오른쪽 가운데 중앙>?: 문자 정렬을 왼쪽, 오른쪽, 가운데 등으로 지정합니다. 

쓰기 각도?: 문자의 쓰기 각도(도)를 지정합니다. 

접두사 <P> 또는 접미사 <S>를 추가하시겠습니까?: 번호 매기기 결과 문자에 접두사 또는 접미사를 

추가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추가된 문자: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 사용할 문자를 지정합니다. 

문자 포인트 부여: 문자를 배치할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N"을 입력하면 다음 프롬프트가 표시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무엇입니까?: 번호 매기기의 시작 자리를 지정합니다. 

추가할 번호: 시퀀스를 생성하는 데 사용할 단계를 지정합니다.  

Text Alignment <Left Right Center Middle>?: 문자 정렬을 왼쪽, 오른쪽, 가운데 등으로 지정합니다. 

쓰기 각도?: 문자의 쓰기 각도(도)를 지정합니다. 

접두사 <P> 또는 접미사 <S > 추가?: 번호 매기기 결과 문자에 접두사 또는 접미사를 추가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추가된 문자: 접두사 또는 접미사로 사용할 문자를 지정합니다. 

문자 포인트 부여(문자 위치): 문자를 배치할 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스타일 가져오기(StyleSet) 

위의 명령어는 기존 문자의 파라미터(글꼴, 문자 높이 등)를 이용하여 문자를 작성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문자 선택: 새 문자 작성의 기초로 사용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양쪽 맞춤/스타일/<시작점>: 문자의 시작점을 지정합니다. 그러나 J 를 눌러 문자의 정렬(정렬)을 

수정하거나 S 를 눌러 문자 스타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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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각도 <0>: 문자의 쓰기 각도를 지정합니다. 

문자: 문자를 작성합니다. 

스타일 변경(CSTYLE) 

위의 명령어는 문자 스타일(스타일)을 변경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역 <G> 또는 선택적 <S>: G 를 누르면 기존 문자가 모두 수정되고 S 를 누르면 선택한 문자만 

수정됩니다. 

개체 선택: 편집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새 스타일(또는?): 새 문자 스타일을 지정합니다. 

대문자-소문자(TCASE) 

위의 명령은 소문자를 대문자로 또는 그 반대로 변환하는 데 유용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선택: 편집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문자 변환: <Upper(U) 또는 Lower(L)>?: U(Upper)를 누르면 문자가 대문자로 변환되고 L(Lower)를 

누르면 소문자로 변환됩니다. 

높이 변경(Τheight) 

위의 명령은 원하는 경우 문자의 높이를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선택하는 즉시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객체 선택: 편집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인쇄에 새 문자 높이 입력 mm: 도면 단위로 새 문자 높이를 지정합니다. 

스트레치(TSTRETCH) 

위의 명령은 문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선택하자마자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늘릴 문자 선택: 늘릴 문자를 선택합니다. 

늘릴 면 선택 <왼쪽 또는 오른쪽>?: 문자를 늘릴 면을 선택합니다. 

정당화(TJUSTIFY) 

위의 명령은 문자를 정렬하는 데 유용합니다. 선택하는 즉시 다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개체 선택: 편집할 문자를 선택합니다. 

새 자리맞추기 왼쪽/오른쪽/중앙/가운데: 새 정렬을 지정합니다. 

추가(탭하기) 

위의 명령은 단어를 왼쪽 또는 오른쪽(접두사 또는 끝)으로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명령을 

선택하자마자 원하는 단어를 선택하고 "왼쪽 또는 오른쪽"이라는 질문에 답하고 원하는 문자를 추가로 

작성하면 작업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교체(TREPLACE) 

이 명령은 도면에서 문자를 다른 문자로 교체하는 데 유용합니다. 명령 실행은 간단합니다. 먼저 바꿀 

단어를 지정하고 다음으로 새 단어를 입력합니다. 

검색-바꾸기(T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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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도면에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바꿀 때 유용합니다. 교체할 문자가 도면의 여러 위치에 있는 경우, 

즉 반복되는 경우 각 위치에서 교체됩니다. 명령 실행은 간단합니다. 먼저 바꿀 단어를 지정하고 다음으로 

새 단어를 입력합니다. 

속성을 문자로 분해 

이 명령은 블록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분해하는 동시에 블록의 속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데 유용합니다. 

속성을 문자로 변환 

이 명령은 속성을 직접 문자로 변환하는 데 유용합니다. 

직교(Boxtxt) 

이 명령은 상자(직교 프레임) 안에 단어 또는 문자 조각을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유일한 조치는 

원하는 단어를 선택한 다음 <Enter>(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화면에서 

프레임으로 둘러싸인 선택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원형(Cirtxt) 

이 명령은 원 안에 단어 또는 문자 조각을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유일한 조치는 원하는 단어를 

선택한 다음 <Enter>(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화면에서 선택한 단어가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원형(Eliptxt) 이 명령은 타원(타원 프레임) 안에 단어 또는 문자 조각을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유일한 조치는 원하는 단어를 선택한 다음 <Enter>(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화면에서 타원으로 둘러싸인 선택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다각형(Polgtxt) 

이 명령은 다각형(다각형 프레임) 내부에 단어 또는 문자 조각을 배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필요한 유일한 

조치는 원하는 단어를 선택한 다음 <Enter>(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를 누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 

화면에서 다각형으로 둘러싸인 선택한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메모 및 라인 추가 
옵션의 선 메뉴에는 다양한 유형의 선을 그리기 위한 도구(연속, 점선, 점선 등)와 선 조작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메뉴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설명됩니다. 

  

연속적인 

이 명령은 현재 도면층에 연속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선택하는 즉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Dotten(숨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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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명령은 현재 도면층에 불연속적인 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선택하는 즉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시 

이 명령은 현재 도면층에 불연속 점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선택하는 즉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선(Dashdot) 

이 명령은 현재 도면층에 점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선택하는 즉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시-이중 점선(나누기) 

이 명령은 현재 도면층에 대시-이중 점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선택하는 즉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시-트리플-도트(3Dot) 

이 명령은 현재 도면층에 점선 삼중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선택하는 즉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시 간격(중앙) 

이 명령은 현재 도면층에 대시 간격의 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선택하는 즉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블 

이 명령은 현재 도면층에 이중선을 그리는 데 사용됩니다. 명령을 선택하는 즉시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 

그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비 변경 

이 명령은 기존 선의 너비를 수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체 선택: 수정하려는 너비의 선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객체의 새 너비: 도면 단위(도면 단위)로 새 너비를 지정합니다. 

다중 자르기/확장 

위의 명령은 다중 TRIM 또는 EXTEND 를 수행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련의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르거나 연장하시겠습니까 <T 또는 E>: 도면 단위(도면 단위)로 새 너비를 지정합니다. 

절단 모서리 선택: 절단할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개체 선택: 원하는 선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점: 자를 선과 교차하는 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두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위의 명령에서 E(Extend)를 지정하면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가 나타납니다. 

객체 선택: 원하는 라인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점: 연장될 선과 교차하는 선의 첫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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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점: 두 번째 점을 지정합니다. 

분명한 

이 명령은 여러 선(하나는 정확히 다른 선 위에 놓임)에서 도면을 지웁니다. 

블록 및 도면층 작업 
옵션의 도면층 메뉴에는 도면층을 조작하기 위한 도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메뉴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설명됩니다. 

항목별 도면층 설정 

이 명령을 사용하면 해당 도면층에 속한 개체를 선택하여 현재 도면층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도면층을 설정할 개체 선택: 전환하려는 도면층의 일부인 개체를 선택합니다. 

도면층 매치 

이 명령을 사용하면 객체의 도면층을 다른 객체의 도면층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FILter/<요소 선택>: 도면층을 변경할 개체를 선택합니다. 

대상 도면층의 객체 선택: 첫 번째 단계에서 선택한 객체와 해당 도면층을 일치시킬 객체를 선택합니다.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 

이 명령을 사용하면 선택한 객체의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할 개체 선택 "phaseone": 현재 도면층으로 변경하려는 개체를 선택합니다. 

도면층 분리 

이 명령은 선택한 개체의 도면층을 현재 도면층으로 지정하고 다른 도면층은 모두 잠금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FILter/<Select entities>: 현재 도면층이 되고자 하는 도면층의 개체를 선택합니다. 

도면층 분리 

이 명령은 잠금된 도면층을 복원합니다. 

도면층 끄기 

위의 명령은 선택한 개체의 도면층을 비활성화합니다. 이 도면층이 현재 도면층인 경우 이 도면층을 잠금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LAYOFF 명령은 해당 계층의 블록에 포함된 블록을 비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utoBUILD 로 그려진 건물의 평면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경우 창은 "벽" 블록 

내부의 블록입니다. LAYOFF 명령을 사용하여 벽 도면층을 비활성화하면 창은 계속 활성 상태인 반면 

LAYFRZ 명령(아래에 설명됨)을 사용하면 벽과 창 모두 "잠금"됩니다. 

모든 도면층 켜기 

이 명령은 도면의 모든 도면층을 활성화합니다. 

도면층 잠금 

이 명령은 선택한 개체의 도면층을 잠금합니다. 이 도면층이 현재 도면층인 경우 이 도면층을 잠금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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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면층 잠금 헤제 

이 명령은 잠금된 도면의 모든 도면층을 활성화합니다. 

도면층 잠금 

이 명령은 선택한 개체의 도면층을 잠급니다. 이 명령은 현재 도면층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면층 잠금 해제 

이 명령은 위의 명령과 반대입니다. 즉, 이전에 도면층 잠금 명령을 사용하여 잠긴 도면층의 잠금을 

해제합니다. 

도면층 삭제 

이 명령은 해당 도면층에 속한 개체를 선택하여 선택할 도면층에 있는 모든 개체를 삭제합니다. 즉, 이 

명령을 활성화한 후 삭제하려는 도면층에 속한 개체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도면층의 모든 개체가 

삭제됩니다. 

도면층 정보 

완전히 보조적인 이 명령을 사용하여 선택한 개체의 도면층을 볼 수 있습니다. 

변화 

이 명령을 사용하면 기존 개체의 도면층을 다른 도면층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능은 간단합니다. 

변경하려는 도면층의 개체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후 <Enter>(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를 누릅니다. 이 

경우 이전에 선택한 개체를 이동할 도면층의 개체를 다음에 선택해야 합니다.  

색상 변경 

이 명령은 도면층의 색상을 변경합니다. 처음에는 색상을 변경할 개체를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며 이 

경우 마우스를 사용하여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새 색상의 일련 번호를 지정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교체 

위의 명령을 사용하여 블록을 다른 블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교체).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체 선택: 대치할 블록을 선택합니다. 

새 블록 이름 입력: 이전에 선택한 블록을 대체할 블록 이름을 지정합니다. 

블록 바꾸기 

위의 명령을 사용하면 도면의 모든 블록 목록을 사용하여 블록을 다른 블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된 대화 상자에서 교체할 블록과 교체할 블록을 목록에서 선택하거나 "선택 < -" 버튼을 눌러 도면의 

블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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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 

위의 명령은 4MCAD 의 블록(및 4MCAD 의 미러링 된 블록)을 분해합니다. 

계산 

이 명령은 블록이 도면에 삽입된 횟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할 블록 이름 입력: 삽입된 횟수를 계산할 블록 이름을 지정합니다. 

블록 수 

이 명령은 블록이 도면에 삽입된 횟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객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전체 도면을 선택할 수 있음). 그러면 블록 목록과 해당 개수가 명령줄에 나타납니다. 

보기 

위의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의 나머지 개체를 비활성화하면서 블록이 삽입된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록 이름 입력 : 보고 싶은 블록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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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CAD 커스터마이징 
다음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4MCAD 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여러 측면의 모양을 변경하고 기존 메뉴와 도구 모음을 수정하거나 새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설명합니다. 

⚫ 프로그램의 기본 설정을 지정합니다. 

⚫ 도구 팔레트, 메뉴, 도구 모음을 포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 키보드를 사용자 정의합니다. 

⚫ 자주 사용하는 명령에 대한 별칭을 만듭니다. 

⚫ 객체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 스크립트를 만들고 사용합니다. 

⚫ 4MCAD 와 함께 애드온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메뉴 선택 및 보정된 도면을 위해 디지타이저 타블렛을 사용하십시오. 

옵션 설정 및 변경 
경험 수준 설정, 파일 경로 및 기본 파일 지정, 표시 기능 구성, 특정 기능 작동 방식 구성 등 프로그램의 동작과 

모양을 제어하는 많은 옵션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탭의 옵션 변경 
옵션 대화 상자의 일반 탭에는 경험 수준 및 저장 옵션에 대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VBA 보안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A. 자동 저장 기능을 활성화하려면 클릭합니다. 

B.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를 사용하여 도면을 저장할 때 표시되는 기본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C. 열기 명령을 사용할 때 모든 도면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복구를 시도하려면 선택합니다. 

D. 복구를 사용하여 도면 열기 확인란이 표시된 경우 도면을 열 때 경고 메시지를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E. 프로필 탭에서 선택한 현재 프로필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F. 4MCAD 를 실행하는 동안 충돌 문제가 발생할 때 오류 보고를 끄려면 클릭합니다. 

G. 시작 시 VBA CommonProject 매크로를 비활성화하려면 클릭합니다. (4MCAD 버전에서 지원하는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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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H. 4MCAD 와 연결된 파일 형식을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I. 충돌 데이터의 전체 보고서를 보내려면 클릭합니다. (오류 보고가 켜져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J. 자동 저장 파일의 파일 확장자를 입력합니다. 

K. 자동 저장 빈도를 분 단위로 입력합니다. 

L. 경험 수준을 선택합니다. 

경험 수준 설정 

경험 수준을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메뉴와 도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험 수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초보자 메뉴 및 도구 모음에는 기본 명령만 표시됩니다. 

⚫ 중간 메뉴와 도구 모음은 대부분의 2 차원 객체 생성 및 수정 명령을 표시합니다. 

⚫ 고급 메뉴 및 도구 모음에는 사용 가능한 모든 명령이 표시됩니다. 

경험 수준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3. 경험 수준에서 초급, 중급 또는 고급을 선택합니다.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동으로 도면 저장 
정전 또는 기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려면 도면 파일을 자주 저장하십시오. 

주기적으로 그림을 자동으로 저장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분 설정은 자동 저장 사이의 

간격을 결정합니다. 프로그램은 도면 파일을 저장할 때마다 이 간격 타이머를 다시 시작합니다. 

자동 저장이 활성화되면 프로그램이 도면 사본을 생성합니다. 파일은 옵션> 임시 파일의 경로/파일에 

지정된 폴더에 저장되며 도면 확장자 자동 저장 상자에 지정된 파일 확장명(기본적으로 .SV$)으로 

저장됩니다. 

도면이 자동으로 저장되는 방식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3. 자동 저장에서 확인란을 선택하여 자동 저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빈도를 선택합니다.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형식 설정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 대화상자에 표시할 기본 파일 형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을 사용하여 대부분의 도면을 레거시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경우 해당 파일 형식을 

기본값으로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사용하여 도면을 저장할 때마다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설정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외의 명령을 사용하여 기존 도면이나 새 도면을 저장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MCAD 는 항상 기존 도면을 현재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고 새 도면을 최신 파일 

형식으로 저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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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다른 이름으로 저장 형식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3.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명령을 사용할 때 표시되는 기본 도면 형식을 선택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 대화 상자에서 언제든지 다른 형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면을 여는 방법 설정 
4MCAD 에서 도면을 여는 방법을 결정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4MCAD 와 연결된 파일 확장자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4MCAD 를 사용하여 .dwg 파일과 같은 파일을 자동으로 열 수 있습니다. 

또한 복구 명령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도면을 열도록 4MCAD 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4MCAD 사용자이고 원본 도면이 다른 C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해당 도면에 

정기적으로 오류나 손상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복구를 사용하여 도면 열기 옵션은 열기 

명령을 사용할 때 모든 도면에 오류가 있는지 자동으로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복구를 시도합니다. 도면을 

열 때 경고 메시지를 보면 어떤 파일이 4MCAD 로 수정되고 어떤 오류가 발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를 숨기도록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을 여는 방법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3. 4MCAD 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열리는 파일 형식을 지정하려면 파일 연결 설정을 클릭하고 

선택합니다. 

4. 열기 명령을 사용할 때마다 자동으로 복구 명령을 사용하려면 복구를 사용하여 도면 열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도면에서 오류가 발견될 때 경고를 숨기려면 복구를 사용하여 도면을 열 때 경고 숨기기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오류는 확장자가 .adt 인 ASCII 파일에 계속 기록됩니다.When you have finished, click 

OK. 

오류 보고 옵션 설정 
4MCAD 에서 충돌 문제가 발생하면 오류 보고가 발생합니다. 오류 보고 발생 여부와 전체 보고서 생성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요청한 경우에만 전체 보고서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돌 데이터의 완성된 보고서 크기는 최대 100MB 일 수 있으며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만 파일 크기로 인해 전송 중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일반 탭의 옵션을 변경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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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3. 오류 보고를 끄려면 오류 보고 비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오류 보고가 켜져 있을 때 전체 보고서를 생성하려면 전체 보고서 생성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5.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VBA CommonProject 매크로 비활성화 
4MCAD 를 시작할 때마다 VBA(Visual Basic Application) CommonProject 에 대한 매크로가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VBA 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매크로를 비활성화하면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은 보안 수준에서 4MCAD 를 실행하는 경우 매크로를 비활성화하면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탭의 옵션을 변경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일반 탭을 클릭합니다. 

3. 4MCAD 를 시작할 때 CommonProject 매크로가 로드되지 않도록 하려면 VBA 보안 아래에서 

시작할 때 VBA CommonProject 매크로 비활성화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경로/파일 탭의 옵션 변경 
경로/파일 탭의 옵션 대화 상자에서 도면, 글꼴 및 메뉴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파일 형식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파일 형식에 대해 여러 경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글꼴 매핑 및 오류 

로깅과 같은 기능에 사용되는 기본 시스템 파일의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경로 지정 
옵션 대화 상자에서 4MCAD 디렉토리를 선택하여 경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에는 도면, 글꼴, 

도움말, 외부 참조, 메뉴, 도구 팔레트, 해치 패턴, 블록, 인쇄 스타일 테이블, 인쇄 출력 파일, 임시 파일, 

템플릿 및 색상표에 대한 디렉토리가 포함됩니다. 4MCAD 는 다음 순서로 디렉토리에서 지원 파일을 

검색합니다. 

⚫ 4MCAD 프로그램 디렉토리. 

⚫ 현재 도면 디렉토리. 

⚫ Windows 검색 경로. 

⚫ 옵션 대화 상자에서 지정한 검색 경로. 

각 항목에 대해 여러 경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면 항목에 연관된 디렉토리가 두 개 이상 있는 경우 추가를 클릭하여 추가 경로를 지정합니다. 

여러 경로를 입력하는 경우 세미콜론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는 나열된 순서대로 

디렉토리를 검색합니다. 

사용자 경로를 지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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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경로/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3. 대화 상자의 상단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 범주를 클릭하여 검색 경로를 본 다음 수정하려는 경로를 한 번 클릭하고 경로를 입력합니다. 

경로나 디렉터리 이름을 모르는 경우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디렉터리 위치를 찾습니다.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시스템 파일 변경 
로그 파일, 기본 템플릿, 대체 글꼴 및 글꼴 매핑 파일을 포함한 기본 시스템 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본 시스템 파일을 변경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경로/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3. 대화 상자의 아래쪽에 있는 프로그램 파일에서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십시오. 

⚫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옵션의 바로 가기 메뉴에서 선택합니다. 

⚫ 변경하려는 기본 시스템 파일의 파일 이름을 클릭하고 새 파일 이름을 입력합니다. 

파일 이름을 모르는 경우 찾아보기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파일 위치를 찾습니다.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A. 기본 경로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클릭하거나 F2 키를 눌러 선택한 경로를 수정합니다. 경로를 두 번 클릭하여 

Windows 탐색기에서 경로를 엽니다. 

B. 클릭하거나 삽입 키를 눌러 현재 범주에 대한 새 경로를 추가합니다. 

C. 클릭하거나 Delete 키를 눌러 선택한 경로를 제거합니다. 

D. 변경할 기본 파일을 선택합니다. 

E. 새 기본 파일을 찾아 지정하려면 클릭합니다. 

F. 선택한 경로를 검색 순서에서 한 위치 위로 이동하려면 클릭합니다. 

A 

B 
C 

I 
H 
G 
F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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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선택한 경로를 검색 순서에서 한 위치 아래로 이동하려면 클릭합니다. 

H. 사용자 정의 경로를 제거하고 선택한 범주에 대한 기본 경로를 사용하려면 클릭합니다. 

I. 클릭하여 새 경로를 찾아 지정합니다. 

표시 탭의 옵션 변경 
옵션 대화 상자의 표시 탭에는 명령 모음, 4MCAD 창, 메뉴, 마우스 동작 및 프로그램 언어를 표시하기 위한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 추적할 최대 명령줄 수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B. 패닝 대신 명령 기록을 스크롤하기 위해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려면 선택합니다. 

C. 명령 모음에 입력할 때 명령 이름을 자동으로 제안하려면 선택합니다. 

D. 레이아웃 탭의 도면 공간에 용지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E. 마우스 휠을 앞으로 돌릴 때 축소하고 마우스 휠을 뒤로 돌릴 때 확대하려면 선택합니다. 

F. 모델 및 레이아웃 탭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G. 스크롤 막대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H. 렌더링하는 동안 문제가 발견되면 하드웨어 가속을 끕니다. 

I. 클릭하여 프롬프트 상자를 표시하거나 숨깁니다. 

J. 그립 메뉴를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K. 프로그램 전체에서 옵션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를 표시합니다. 언어 설정을 클릭하여 언어 설정을 선택합니다. 

L. 파일 이름과 함께 도면 제목 표시줄에 도면의 드라이브 및 폴더 위치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M. 이전에 다시 표시하지 않도록 설정된 메시지를 활성화하려면 클릭합니다. 

N. 기본 창에서 각 도면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탭에 대한 옵션을 지정하려면 클릭합니다. 

O. 모든 4MCAD 창에 대해 원하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P. 프롬프트 상자가 표시될 때 적용할 투명도 백분율을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Q. 파일 메뉴에 나열할 최근에 사용한 도면의 개수를 입력하거나 선택합니다. 

R. 외부 참조, 잠긴 도면층의 객체 및 내부 참조 편집에 대한 페이딩 백분율을 설정하려면 클릭합니다. 

S.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때 수행할 동작을 선택하려면 클릭합니다. 

T. 도면 창의 다양한 부분에 색상을 지정하려면 클릭하세요. 

U. 포인터가 표시되는 방식을 결정하려면 클릭합니다. 

V. 명령 모음에 입력할 때 명령 이름이 제안되는 방식을 결정하려면 클릭합니다. 

W. 명령 모음의 글꼴 크기를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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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모음 작동 방식 설정 
명령 모음은 4MCAD 명령을 입력하고 프롬프트 및 기타 프로그램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도킹 가능한 

창입니다. 명령 모음을 표시하려면 보기.> 표시> 명령 모음을 선택합니다. 명령 모음의 작동 방식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표시 탭에서 옵션을 변경합니다. 

명령 모음의 작동 방식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추적할 명령줄에 명령 모음에서 추적된 이전 명령 및 명령 프롬프트의 원하는 수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256 입니다. F2 를 눌러 프롬프트 기록 창에 명령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창을 닫으려면 

F2 키를 다시 누릅니다. 

4. 글꼴 크기에 원하는 글꼴 크기를 입력합니다. 기본값은 16 입니다. 

5. 키보드에서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할 때 명령 기록 문자를 스크롤하려면 명령 기록 탐색에 

위쪽/아래쪽 화살표 사용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이전 명령을 검토하고 반복하는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키보드 화살표를 사용하여 도면 보기를 이동합니다. 

대체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십시오. 

패닝의 경우 Alt+화살표 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령 기록을 스크롤하려면 Ctrl+K 및 Ctrl+L 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명령 모음에 명령을 입력할 때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하려면 자동 완성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자동 완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685 페이지의 "명령 모음에 제안이 표시되는 

방식 사용자 지정"을 참조하십시오. 

2.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명령 모음에 제안이 표시되는 방식 사용자 지정 

명령 모음에 입력할 때 4MCAD 는 입력할 때 일치하는 명령의 이름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이름은 입력할 

때 자동으로 열리고 명령을 활성화할 때 닫히는 자동 완성 창에 나타납니다. 

자동 완성을 사용하는 것은 명령을 선택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며 관련 명령 목록을 보는 편리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어 작업을 위해 명령 모음에 "LA"를 입력하면 "LA"로 시작하는 모든 

레이어 관련 명령이 자동 완성 창에 표시됩니다. 

명령 이름 외에도 제안에는 외부 명령의 이름, 시스템 변수, 별칭 및 LISP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각 

이름은 해당 유형을 나타내는 색상 아이콘과 함께 표시됩니다. 

⚫ 빨간색 — 4MCAD 명령 

⚫ 녹색 — 외부 명령 

⚫ 노란색 — 시스템 변수 

⚫ 파란색 — LISP 기능 

명령 모음에 제안이 표시되는 방식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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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령 모음에 입력할 때 이름 자동 제안을 켜려면 자동 완성 활성화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자동 완성 옵션을 클릭합니다. 

바로 가기를 사용합니다. 

INPUTSEARCHOPTIONS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눌러 명령 모음에서 직접 자동 완성 옵션에 

액세스합니다. 

1. AutoComplete Timeout 에서 AutoComplete 창을 표시하기 전에 키 입력 사이에 대기할 

시간(밀리초)을 입력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키 입력 사이에 허용되는 지연 시간이 

길어집니다(자동 완성 창이 덜 자주 표시됨). 

2. 최소 텍스트 길이에서 자동 완성 창을 표시하기 전에 명령 모음에 입력할 문자 수를 입력합니다. 

3. 투명도에 자동 완성 창을 표시할 투명도 백분율을 0 에서 50 사이로 입력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창의 투명도가 높아집니다. 불투명한 창의 경우 0 을 입력합니다. 

4. 선택이 작동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 최근 명령 사용을 선택하여 가능한 경우 최근에 사용한 명령을 검색하고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 목록을 스크롤할 때 이름으로 명령줄을 미리 채우려면 명령줄에 제안 표시를 선택합니다. 끄면 

이름이 명령줄에 미리 채워지지 않지만 자동 완성 창에서 원하는 이름을 클릭하거나 CTRL + 

Enter 를 눌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목록의 끝에서 시작으로(또는 그 반대로) 화살표 키 스크롤을 허용하려면 주기 선택을 

선택합니다. 

⚫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원하는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려 선택을 허용하려면 마우스 오버 선택을 

표시합니다. 

5. 가능한 경우 목록의 각 명령에 대한 아이콘을 표시하려면 명령 아이콘 표시를 

선택합니다. 

6. 명령줄 색상 사용을 선택하여 명령 모음에 대해 선택된 동일한 배경 및 텍스트 

색상을 사용하여 자동 완성 창을 표시합니다.  

7.  제안된 이름 목록에 포함할 항목을 표시하십시오: 별칭, 외부 명령, 시스템 변수 

및/또는 LISP 기능. 이 옵션을 선택하면 처음 입력할 때 "(", 괄호를 입력할 때 LISP 기능이 

표시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A 자동 완성 창을 표시하기 전에 키 입력 사이에 대기할 시간(밀리초)을 입력합니다. 

B 자동 완성 창을 표시하기 전에 입력해야 하는 최소 문자 수를 입력합니다. 

C 자동 완성 창을 표시할 투명도 백분율을 입력합니다. 

D 클릭하면 최근에 사용한 명령어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E 목록을 스크롤할 때 전체 이름으로 명령줄을 미리 채우려면 클릭합니다. 

A 

B 

C 

D 

E 

F 

G 

H 

I 

M 

L 

K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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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목록 끝에서 시작 부분으로 화살표 키 스크롤을 허용하려면 클릭합니다(또는 그 반대로). 클릭하여 원하는 

이름 위에 마우스를 올려 선택을 허용합니다. 

G 명령에 대한 아이콘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H 명령 모음에 대해 지정된 것과 동일한 색상을 자동 완성 창에서 사용하려면 클릭합니다. 

I LISP 함수 이름을 포함하려면 클릭합니다. 

J 시스템 변수 이름을 포함하려면 클릭합니다. 

K 외부 명령 이름을 포함하려면 클릭합니다.  

기본 창 옵션 설정 
기본 4MCAD 창은 작업 스타일에 가장 잘 맞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숨기면 4MCAD 창에서 도면 공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 창 옵션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레이아웃 탭에 대해 경계가 있는 용지를 표시하려면 도면 공간에 용지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표시를 해제하면 용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4. 기본 창에 모델 탭과 레이아웃 탭을 표시하려면 탭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표시를 해제하면 

탭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델 탭에서만 작업하거나 명령 모음과 상태 표시줄을 사용하여 탭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5. 4MCAD 창 또는 뷰포트의 오른쪽과 아래쪽에 스크롤 막대를 표시하려면 스크롤 막대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표시를 해제하면 스크롤 막대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성능이 향상될 수 있으며 

팬 명령을 사용하여 도면을 스크롤하는 경우에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렌더링 중에 성능 문제나 문제가 발생하면 하드웨어 가속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가속이 켜져 있지만 드물게 성능과 렌더링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 커서 옵션을 클릭하여 포인터가 표시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 포인터가 십자형으로 기본 설정됨 포인터를 항상 십자형으로 표시하려면 이 확인란을 

클릭합니다(선택 선택 상자가 있는 기본 화살표 커서 대신). 이 확인란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의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십자형 크기 십자형 커서가 사용할 화면의 백분율에 대한 숫자를 입력하거나 위쪽 및 아래쪽 

화살표를 사용하여 숫자로 스크롤합니다. 그래픽 장치에 따라 많은 비율이 디스플레이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Gun Sight Crosshairs 이 확인란을 클릭하면 포인터가 일반 십자형 대신 총포 십자형으로 

표시됩니다. 상태 표시줄에서 Gun Sight Crosshairs On/Off 전환을 클릭하여 이 옵션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 Crosshairs Use XOR Invert Colors 커서 색상에 대한 논리적 XOR 사용을 켜려면 이 확인란을 

클릭합니다. 선택 선택 상자가 있는 화살표 커서 대신 십자형을 기본 포인터 모양으로 

사용하려면 포인터 기본값을 십자형으로 설정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상태 표시줄에서 XOR 커서 

켜기/끄기 전환을 클릭하여 이 옵션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2. Fade Control 을 클릭하여 객체및 파일의 페이드 비율을 결정합니다. 

⚫ 외부 참조 표시 값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dwg 파일 외부 참조에 적용되는 페이드 

비율을 지정합니다. 

⚫ 잠긴 레이어의 객체값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잠긴 레이어에 있는 객체에 적용되는 

페이드 비율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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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 편집 및 주석 표시 값을 입력하거나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외부 참조를 제자리에서 편집할 

때 적용되는 페이드 비율을 지정합니다. 현재 편집 중이 아닌 외부 참조의 객체에 페이딩이 

적용됩니다. 

3.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인 창의 색상 설정 

배경색, 십자선 색상 등과 같은 기본 그리기 창의 여러 측면의 색상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기본 도면 창의 색상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색 구성표를 클릭합니다. 

4. 컨텍스트에서 색상을 지정하려는 항목이 포함된 영역을 선택합니다. 

5. 항목에서 색상을 지정할 항목을 선택하십시오. 

6. 색상에서 색상을 선택하거나 추가 옵션을 보려면 색상 선택을 선택합니다. 

7. 항목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켜기/끄기를 클릭합니다(선택한 항목을 끌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8. 완료되면 적용 및 닫기를 클릭합니다. 

 

 
 

A 그리기 창의 영역을 선택합니다. 

B 색상을 변경할 항목을 선택합니다. 

C 현재 색상 선택의 예를 표시합니다. 

D 클릭하면 현재 색상 설정을 색 구성표 파일에 저장합니다. 

E 색 구성표 파일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불러옵니다. 

F 모든 컨텍스트 및 항목에 대한 색상 기본값을 복원하려면 클릭합니다. 현재 선택한 컨텍스트의 색상 기본값을 복원하려면 

클릭합니다. 

G 현재 선택한 항목의 색상 기본값을 복원하려면 클릭합니다. 

H 선택한 항목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항목을 끌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 

A J 

I 

B 

H 

G 

F 

C 

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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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현재 선택한 항목의 색상을 선택합니다. 더 많은 색상 옵션을 보려면 색상 선택을 선택하십시오. 

색 구성표를 저장하고 열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색 구성표를 클릭합니다. 

4. 설정을 저장하기 전에 조정하십시오. 

5. 저장을 클릭하여 현재 색상 선택을 색상 구성표 파일로 저장합니다. 

6. 로드를 클릭하여 색 구성표(.xml 또는 .clr 파일)를 선택하고 로드합니다. 

7. 적용 및 닫기를 클릭합니다.  

색 구성표는 좋아하는 색 설정을 쉽게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경우 색 구성표를 파일에 저장하고 다른 컴퓨터에서 파일을 로드합니다. 

색상을 기본값으로 복원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색 구성표를 클릭합니다. 

4.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단일 항목 재설정 — 기본 색상으로 되돌리려는 항목을 선택한 다음 현재 항목을 클릭합니다. 

⚫ 컨텍스트의 모든 항목 재설정 — 컨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현재 컨텍스트를 클릭합니다. 현재 

컨텍스트의 모든 항목이 기본 색상으로 되돌아갑니다. 

⚫ 모든 색상 재설정 — 모든 색상을 클릭합니다. 모든 컨텍스트의 모든 항목이 기본 색상으로 

되돌아갑니다. 

5. 적용 및 닫기를 클릭합니다. 

마우스 옵션 설정 

마우스 동작은 작업 스타일에 가장 잘 맞도록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가기 메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때 최근 명령을 반복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옵션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마우스 휠의 줌 방향을 반대로 하려면 마우스 휠 줌 방향 반전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즉, 휠을 

앞으로 돌리면 축소되고 뒤로 돌리면 확대됩니다. 왼손으로 마우스. 표시가 없는 경우(기본값) 

마우스 휠을 앞으로 돌리면 확대되고 뒤로 돌리면 축소됩니다. 

4. 도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때 수행할 동작을 설정하려면 오른쪽 클릭 동작을 클릭하고 

다음 옵션 중에서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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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안 함 — 객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이전에 

사용한 명령을 반복하려면 마지막 명령 반복을 선택합니다. 객체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 표시를 

선택합니다. 

⚫ 객체가 선택됨 — 객체가 선택되었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경우 이전에 사용한 명령을 

반복하려면 마지막 명령 반복을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할 때 선택한 객체와 

관련된 옵션을 표시하는 바로 가기 메뉴를 표시하려면 바로 가기 메뉴 표시를 선택합니다. 객체가 

선택된 도면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선택한 객체에 대한 바로 가기 

메뉴가 표시됩니다. 

5.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뉴 표시 방법 설정 
프롬프트 메뉴 및 오른쪽 클릭 바로 가기 메뉴 표시 여부, 메뉴 자동 로드 여부, 파일 메뉴에 표시되는 도면 

파일 수를 포함하여 메뉴 표시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메뉴 표시 방법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상태 표시줄에 표시되는 명령과 동일한 옵션을 표시하는 프롬프트 상자를 표시하려면 프롬프트 

상자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명령 모음. 프롬프트 상자를 끄면 화면 공간이 절약되고 마우스 클릭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4. 연관된 메뉴가 있는 그립 위에 마우스를 놓을 때 그립 메뉴를 표시하려면 그립 메뉴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폴리라인 그립에는 메뉴가 있습니다. 

5. 최근 도면 목록 크기에서 파일 메뉴에 나열되는 최근에 연 도면의 수를 입력합니다. 

6.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 설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에는 제목 표시줄에 파일 이름이 표시되는 방식, 4MCAD 창이 표시되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테마, 4MCAD 전체에서 옵션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언어가 포함됩니다. 

사용 가능한 언어 목록은 컴퓨터에 설치된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원하는 언어가 목록에 표시되지 않으면 

원하는 언어에 대한 사용자 정의 설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복구하거나 다시 설치하십시오. 

사용자 인터페이스 옵션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디스플레이 탭을 클릭합니다. 

3. 언어 설정을 클릭하고 언어 선택 방법에서 다음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수동 선택 — 설치된 언어 목록에서 선택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 자동으로 지역 설정 일치 — 해당 지역에 대해 설정된 언어를 일치시킵니다. 

⚫ 자동으로 시스템 로캘 일치 — 운영 체제에 설정된 언어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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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도면 제목 표시줄에 도면의 드라이브 및 폴더 위치를 추가로 표시하려면 제목 표시줄에 전체 도면 

경로 표시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 표시를 해제하면(기본값) 도면 제목 표시줄에 파일 

이름만 표시됩니다. 

6. 테마에서 모든 4MCAD 창에 대해 원하는 모양을 선택합니다. 

7. MDI 옵션을 클릭하고 기본 창의 탭에 도면을 표시하기 위한 옵션을 선택합니다. 

⚫ MDI 탭 활성화 — 4MCAD 창에서 각 도면을 자체 탭으로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끄면 도면이 

별도의 창으로 표시됩니다. 

⚫ 탭 스타일 — 탭을 표시할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 탭 닫기 버튼 — 활성 탭의 닫기 버튼에 대해 [X]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끄면 닫기 버튼이 

도면 탭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 아이콘 표시 — 도면 파일의 유형을 나타내는 아이콘을 각 탭에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끄면 도면 

탭에 아이콘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 자동 색상 — 각 탭을 고유한 색상으로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끄면 탭에 색상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 문서 메뉴 — 열려 있는 파일 목록이 포함된 메뉴를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탭 영역의 오른쪽에 

있는 ( )을 클릭하면 메뉴가 표시됩니다. 꺼져 있으면 메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단 위치 — 도면 상단에 탭을 배치하려면 선택합니다. 끄면 탭이 도면 하단에 배치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9.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A 지리적 지역에 대해 설정된 언어를 표시합니다. 

B 운영 체제에 대해 설정된 언어를 표시합니다. 

C 설치된 언어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선택하여 선택합니다. 

D 지리적 지역에 대해 설정된 언어를 자동으로 일치시키려면 선택합니다. 

E 운영 체제에 설정된 언어를 자동으로 일치시키려면 선택합니다.4MCAD 용으로 설치된 언어 목록을 표시합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언어를 클릭합니다. 수동 선택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F 언어 옵션을 설정하기 위한 운영 체제 대화 상자를 열려면 클릭합니다. 

고해상도 모니터 또는 모니터 간 전환을 위한 디스플레이 옵션 사용자 정의 

4MCAD 는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다른 다양한 모니터에서 적절한 크기로 실행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해상도가 다른 모니터 간에 전환하거나 4K 이상의 해상도를 사용하는 모니터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옵션을 수동으로 설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 지정 옵션은 옵션 대화 상자가 아니라 명령 프롬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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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 모니터 또는 모니터 간 전환을 위한 디스플레이 옵션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시스템 변수 이름 중 하나를 입력하고 설정을 변경합니다. 

⚫ 3DORBITTRSPHERESIZE — 제한된 궤도(3DORBIT), 연속 궤도(3DCORBIT) 및 자유 

궤도(3DFORBIT) 명령을 사용할 때 회전점에 표시되는 작은 궤도 구의 크기를 제어합니다. 

1 부터 20 까지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 APERTURE — 개체 스냅 선택 영역을 픽셀 단위로 제어합니다. 1 에서 1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 BLIPSIZE — 블립 마커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제어합니다. 표시는 화면의 한 지점을 지정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더하기 기호(+)입니다. 1~255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 GRIPSIZE — 그립을 표시하는 데 사용되는 상자의 크기(픽셀 단위)를 제어합니다. 1~255 사이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 PDSIZE — 포인트 표시 크기를 제어합니다. 기본값(0)은 포인트 크기를 화면 크기의 5%로 

지정합니다. 0 보다 큰 값은 절대 크기를 지정하고 0 보다 작은 값은 백분율 크기를 지정합니다. 

⚫ PICKBOX — 개체 선택의 대상 높이를 픽셀 단위로 제어합니다. 0 에서 50 사이의 숫자를 

입력합니다. 

⚫ SNAPSIZE — 개체 스냅 마커 크기를 픽셀 단위로 제어합니다. 객체스냅 마커는 객체스냅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임시 글리프이며 현재 스냅 위치를 나타냅니다. 1 부터 20 까지의 숫자를 

입력하세요. 

프로필 탭의 옵션 변경 
4MCAD 를 사용하면 도면 환경을 제어하는 설정을 사용자 정의한 다음 해당 설정을 프로필에 저장하고 

복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정의 메뉴 및 도구 모음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이러한 

설정을 자신의 프로필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은 기본 설정이 다른 여러 사용자가 있거나 고유한 설정이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작업하는 단일 

사용자인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을 내보내고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프로필에 저장된 설정 이해하기 
프로파일은 도면 환경을 제어하는 많은 설정을 저장합니다. 프로파일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도면 환경에 

대한 변경 사항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저장합니다. 

일부 설정은 즉시 저장되지만 일부는 4MCAD 를 종료한 다음 4MCAD 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프로필은 컴퓨터 레지스트리의 설정을 저장하고 일부 설정은 4MCAD 를 종료할 때만 레지스트리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프로필 만들기 

사용자 정의 도면 환경 설정을 저장하려면 프로파일을 작성하십시오. 이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두 개 

이상의 도면 환경이 있는 경우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새 프로파일을 생성하면 현재 도면 환경 설정이 새 프로파일과 함께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프로필을 만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3. 생성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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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름,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5. 옵션 대화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6. 도면 환경을 변경합니다. 

4MCAD 는 자동으로 설정을 새 프로필에 저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정이 프로필과 함께 저장되기 전에 4MCAD 를 종료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프로필이 컴퓨터 레지스트리 및 일부 설정의 설정을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도구 모음 설정과 같은 설정은 4MCAD 를 종료할 때만 레지스트리에 저장됩니다.  

 
 

A 현재 로드된 프로필의 이름을 표시합니다. 

B 프로필을 선택하여 로드하거나 수정합니다. 

C 프로필에 대한 설명을 표시합니다. 

D 선택한 프로필을 시스템 기본 설정으로 복원하려면 클릭합니다. 

E .arg 파일에 저장된 프로필을 열려면 클릭합니다. 

F 선택한 프로필을 .arg 파일로 저장하려면 클릭합니다. 

G 선택한 프로필의 이름을 바꾸려면 클릭합니다. 

H 선택한 프로필의 복사본을 만들려면 클릭합니다. 

I 선택한 프로필을 로드하고 활성 프로필로 만들려면 클릭합니다. 

J 새 프로필을 만들려면 클릭하세요. 

프로필 로드 
4MCAD 에서 작업하는 동안 모든 프로필의 사용자 정의 설정을 로드 할 수 있습니다. 4MCAD 를 종료할 

때의 현재 프로필은 4MCAD 를 다시 시작할 때 자동으로 로드됩니다. 

프로필을 로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K 

A 

 
B 

J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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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프로필을 선택하세요. 

4.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기본 설정 복원 
언제든지 4MCAD 와 함께 설치된 기본 도면 환경 설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로드하여 기본 설정을 복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본 프로필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경우 기존 프로필(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프로필)을 재설정하여 해당 내용을 기본 

설정으로 바꿉니다. 

변경되지 않은 기본 프로필을 사용하여 기본 설정을 복원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3. 기본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4.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기본 프로필을 사용하지 않고 기본 설정을 복원하려면 

프로필을 재설정하면 프로필의 모든 사용자 정의 설정이 지워집니다. 

선택한 프로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하는 경우에만 이 작업을 수행하십시오.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3.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모든 사용자 정의 설정이 지워집니다. 필요한 경우 

기본 설정을 복원하는 데 사용할 프로필을 만들거나 복사합니다. 

4.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프로필 관리 

프로필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름을 바꾸거나 복사하거나 삭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프로필 복사는 기존 

프로필을 기반으로 새 프로필을 만드는 빠른 방법입니다. 

프로필 이름을 바꾸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3. 이름을 바꾸려는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4. 이름 바꾸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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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에 따라 이름이나 설명을 변경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필을 복사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3. 복사할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4. 복사를 클릭합니다. 

5. 새 이름, 설명(선택 사항)을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필을 삭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3. 삭제할 프로필을 선택하세요. 

4. 삭제를 클릭합니다. 

여러 컴퓨터에서 프로필 작업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하고 당사 고유의 도면 환경 설정으로 작업하고 싶다면 프로필을 가져와서 시간을 

절약하십시오. 

컴퓨터에서 프로필을 .arg 파일로 내보냅니다. 디스크, 이메일, 네트워크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파일을 

다른 컴퓨터로 가져옵니다.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 선호하는 그리기 환경을 다시 만드는 대신 

프로필을 열고 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프로파일을 파일로 내보내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3. 내보낼 프로필을 선택합니다. 

4.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5. 내보낸 파일의 위치와 이름을 지정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파일에서 프로필을 열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프로필 탭을 클릭합니다. 

3.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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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프로필(.arg 파일)을 찾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5. 필요에 따라 이름이나 설명을 변경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6. (선택 사항) 가져온 프로필을 로드하려면 프로필을 선택한 다음 현재 설정을 클릭합니다. 

인쇄 탭의 옵션 변경 

옵션 대화 상자의 인쇄 탭에서 기본 프린터, 머리글, 바닥글, 프린터 구성 파일(PC3 파일) 및 수정 없이 

인쇄된 도면의 모양을 변경하는 인쇄 스타일을 비롯한 여러 인쇄 설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 설정 

기본 프린터 또는 출력 장치가 모든 새 도면에 지정됩니다. 도면을 인쇄할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장치를 

선택하십시오. 나중에 필요한 경우 기존 도면에 대해 다른 프린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인쇄 탭을 클릭하거나 파일> 인쇄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인쇄 탭을 클릭합니다. 

2. 기본 출력 장치에서 새 도면에 할당할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3.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인쇄 스타일 설정 
기본 인쇄 스타일 설정은 템플릿 없이 작성된 새 도면과 열 때 이전 도면(예: AutoCAD 2000 이전과 같이 

인쇄 스타일을 사용할 수 있기 전에 작성된 이전 도면)과 같은 특정 도면에만 영향을 줍니다. 현재 열려 

있는 도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인쇄 스타일 및 인쇄 스타일 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46 페이지의 "인쇄 스타일 사용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새 도면에 대한 기본 인쇄 스타일 설정을 지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인쇄 탭을 클릭하거나 파일> 인쇄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인쇄 탭을 클릭합니다. 

2. 인쇄 스타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3. 템플릿 없이 생성된 새 도면에 대해 색상 종속 또는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사용하려면 

선택합니다. 

4. 새 도면에 사용할 기본 인쇄 스타일 테이블을 선택합니다. 

5.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의 경우 레이어 0 과 새 객체에 할당할 인쇄 스타일을 모두 선택합니다. 

색상 종속 테이블의 경우 인쇄 스타일은 BYCOLOR 이며 선택할 수 없습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머리글 및 바닥글 지정 
날짜 및 시간 스탬프, 이름 및 회사 이름과 같은 정보 또는 도면을 인쇄할 때 도면의 상단이나 하단에 

표시하려는 기타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머리글 및 바닥글 설정은 모든 도면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정되지만 인쇄하는 각 도면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쇄할 때 인쇄 대화 상자에서 그에 따라 인쇄 스탬프 켜기를 표시하거나 표시 해제합니다. 

모든 도면의 머리글 및 바닥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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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인쇄 탭을 클릭하거나 파일> 인쇄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인쇄 탭을 클릭합니다. 

2. 인쇄 스탬프 설정을 클릭합니다. 

3. 머리글과 바닥글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목록에서 선택적 자동 필드를 선택합니다. 

머리글이나 바닥글에서 텍스트를 왼쪽, 가운데 또는 오른쪽으로 정렬하려면 텍스트를 쉼표로 구분합니다. 

4. 고급을 클릭합니다. 

5. 다음 중 하나에 대한 설정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 방향 도면의 위쪽과 아래쪽에 머리글과 바닥글을 배치하려면 수평을 선택합니다. 수직을 선택하여 

도면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90 도 회전합니다. 

⚫ X 오프셋 인쇄 가능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x 방향으로 머리글과 바닥글을 오프셋 할 거리를 

입력합니다. 

⚫ Y 오프셋 y 방향으로 인쇄 가능한 영역의 가장자리에서 머리글과 바닥글을 오프셋 할 거리를 

입력합니다. 

⚫ 오프셋 기준 용지 가장자리 또는 인쇄 가능한 영역에서 오프셋을 측정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 글꼴 머리글 및 바닥글 텍스트의 글꼴을 선택합니다. 

⚫ 높이 머리글 및 바닥글 텍스트의 높이를 선택합니다. 

⚫ 단위 인쇄 스탬프 X 오프셋, Y 오프셋 및 높이의 측정 단위로 인치 또는 밀리미터를 선택합니다. 

⚫ 로그 파일에 인쇄 이벤트 추가 인쇄 로그 파일에 인쇄 스탬프 정보를 포함하려면 선택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린터 구성 파일 설정 
프린터 구성 파일(PC3 파일)은 특정 도면이나 레이아웃에 사용하는 프린터 정보를 저장합니다. PC3 파일을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프린터 구성 파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532 페이지의 "인쇄 설정 사용자 정의 및 재사용"을 참조하십시오. 

프린터 구성 파일을 설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인쇄 탭을 클릭하거나 파일> 인쇄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른 다음 인쇄 탭을 클릭합니다. 

2. 프린터 추가 또는 구성을 클릭합니다. 

3. 새 PC3 파일을 생성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추가를 클릭합니다. 

⚫ 프린터 구성 파일 추가 대화 상자에서 새 PC3 파일에 대해 원하는 프린터를 선택합니다. 

⚫ 계속을 클릭합니다. 

⚫ PC3 파일에 대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PC3 파일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 확인을 클릭합니다. 

4. PC3 파일을 수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세요. 

⚫ 수정을 클릭합니다. 

⚫ PC3 파일에 대해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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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을 클릭합니다. 

5. PC3 파일을 삭제하려면 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삭제를 클릭하세요. 

6. 확인을 클릭합니다. 

7.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스냅 탭의 옵션 변경 

옵션 대화 상자의 스냅 탭에서 플라이오버 스냅을 포함하여 객체스냅이 작동하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플라이오버 스냅은 객체스냅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각적 보조 

도구입니다. 

맞추기 탭의 옵션을 변경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스냅 탭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선택 순환 탭의 옵션 변경 

선택 순환을 사용하면 커서 아래에 겹치는 객체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선택 주기 탭을 사용하여 선택 

주기가 작동하는 방식을 결정하십시오. 

선택 순환 탭의 옵션을 변경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옵션(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선택한 다음 옵션을 선택하거나 도구> 옵션(관리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옵션을 선택합니다. 

⚫ config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선택 순환 탭을 클릭합니다. 

3.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세요.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구 팔레트 사용자화 
도구 팔레트에는 도면에서 작업하는 동안 액세스할 때마다 구성된 명령과 블록이 있습니다. 각 도구 

팔레트는 필요에 따라 사용자화할 수 있습니다. 새 팔레트 추가, 기존 팔레트 삭제, 창에 표시되는 순서 

변경. 또한 팔레트의 표시에 적용된 투명도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투명한 도구 팔레트에 의해 

숨겨져 있는 도면의 일부를 보려는 경우에 유용합니다. 

도구 팔레트 표시 및 위치 지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7 페이지의 "도구 팔레트 창 표시 및 숨기기"를 

참조하십시오. 

도구 팔레트 작성 및 명령 및 블록 추가 
작성하는 각 도구 팔레트에는 명령을 실행하거나 블록을 삽입하는 도구 조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새 도구 팔레트를 작성하려면 

1. 기존 도구 팔레트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새 팔레트를 선택합니다. 

3. 새 팔레트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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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 팔레트에 명령을 추가하려면 

1. 도구 팔레트에서 기존 명령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복사를 선택합니다. 

2. 원하는 팔레트의 도구 영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3. 붙여 넣은 명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하여 설정을 변경합니다. 

⚫ 이름 명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도구 팔레트에 표시됩니다. 

⚫ 설명 도구에 대한 한 문장으로 된 설명을 입력합니다. 

⚫ 명령 이름 다음과 같은 매크로(하나 이상의 명령 및 해당 옵션)를 포함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할 

때 수행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 

^C^C^CZOOM;E;MSNAPSHOT 

⚫ 일반 명령을 사용할 때 적용할 색상, 도면층, 선종류, 선종류 축척, 선가중치,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현재 속성을 사용하려면 현재 사용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명령은 나중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명령 사용자화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명령 목록에서 

도구 팔레트로 명령을 끌어다 놓습니다. 

도구 팔레트에 블록을 추가하려면 

1. 블록이 포함된 도면을 열거나 필요한 경우 블록을 작성하고 삽입합니다.  

2. 도면을 저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0 페이지의 "그림 저장하기"를 참조하십시오. 

3. 도면에서 블록을 선택하고 원하는 도구 팔레트에 끌어다 놓습니다. 

도구 팔레트 수정 
도구 팔레트 창에는 여러 팔레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의 이름을 바꾸고, 재정렬하고, 삭제할 

수 있으며 표시되는 투명도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1. 이름을 바꾸려는 도구 팔레트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팔레트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3.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도구 팔레트가 표시되는 순서를 변경하려면 

1. 도구 팔레트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위로 이동 또는 아래로 이동을 선택합니다. 

도구 팔레트를 삭제하려면 

1. 삭제할 도구 팔레트의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팔레트 삭제를 선택합니다. 

3. 예를 클릭하여 삭제를 확인하거나 아니요를 클릭하여 취소합니다. 

도구 팔레트의 투명도를 변경하려면 

1. 도구 팔레트 창 제목 표시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2. 투명도를 선택합니다. 

3. 원하는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일반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프로그램에서 창이 표시되는 투명도를 지정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창이 더 투명해집니다. 

⚫ 롤오버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마우스가 창 위로 이동할 때 창에 표시되는 투명도를 지정합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창이 더 투명해집니다. 마우스 롤오버의 투명도는 일반 투명도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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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기 마우스 롤오버 투명도 프로그램에서 미리보기를 보려면 클릭합니다. 창을 보려면 투명도 

대화 상자를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팔레트에 설정 적용 사용자 지정 창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모든 창 표시에 선택한 투명도 

옵션을 적용하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 모든 팔레트의 투명도 비활성화 사용자 정의 창을 포함하여 프로그램의 모든 창에 대한 투명도 

옵션을 끄려면 이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구 팔레트에서 도구 수정 

도구 팔레트의 개별 도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도구 표시 순서 변경, 도구에 대해 

표시되는 이미지 변경, 이름, 명령 또는 할당된 블록과 같은 설정 변경. 팔레트에서 도구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도구 이름을 변경하려면 

1. 이름을 바꾸려는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2.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도구 팔레트에서 도구의 순서를 바꾸려면 

1. 도구를 클릭하고 끌어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합니다. 

도구 팔레트에 새 도구를 추가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도구 팔레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명령 사용자화를 선택합니다. 

⚫ quick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명령 목록에서 명령을 도구 팔레트로 끌어다 놓습니다. 

3.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구 팔레트에서 도구를 삭제하려면 

1. 삭제할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삭제를 선택합니다. 

도구에 대해 표시할 이미지를 지정하려면 

1.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2. 도구의 도구 팔레트에 표시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3.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비트맵 리소스, .bmp 파일 또는 .png 파일이 포함된 .dll 외부 리소스 

파일을 로드합니다. 로드된 이미지는 32x32 픽셀이어야 합니다. 

4.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구 팔레트에서 도구 설정을 변경하려면 

1. 도구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속성을 선택합니다. 

2. 도구의 이름과 설명을 사용자 지정합니다. 

⚫ 이름 도구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 이름은 도구 팔레트에 표시됩니다. 

⚫ 설명 도구에 대한 한 문장으로 된 설명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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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가 명령인 경우 다음 옵션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명령 이름 다음과 같은 매크로(하나 이상의 명령 및 해당 옵션)를 포함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할 

때 수행되는 명령을 입력합니다.^C^C^CZOOM;E;MSNAPSHOT  

⚫ 일반 명령을 사용할 때 적용할 색상, 도면층, 선종류, 선종류 축척, 선가중치,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현재 속성을 사용하려면 현재 사용을 선택합니다. 

도구 팔레트 그룹 작업 
도구 팔레트 창은 한 번에 하나의 팔레트 그룹을 표시합니다. 팔레트 그룹을 생성하지 않으면 모든 

팔레트가 패널에 표시됩니다. 팔레트를 그룹으로 구성하면 도구 팔레트 분할창에 표시되는 팔레트를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룹을 현재로 설정하여 도구 팔레트 분할창에서 해당 팔레트를 볼 수 

있습니다. 

팔레트는 그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팔레트 그룹 사이를 빠르게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 파일 작업 
도구 팔레트는 컴퓨터 간에 교환할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는 .xtp 파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 그룹은 .xpg 파일로 가져오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도구 팔레트를 파일로 내보내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정의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구 팔레트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팔레트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2. 저장하려는 팔레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4. 도구 팔레트 파일(.xtp 파일)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을 클릭합니다. 

모든 도구 팔레트를 파일로 내보내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정의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구 팔레트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팔레트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2. 팔레트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모두 내보내기를 선택합니다. 

4. 도구 팔레트 그룹 파일(.xpg 파일)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저장을 클릭합니다. 

도구 팔레트 파일을 가져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사용자 정의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도구 팔레트의 아무 곳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팔레트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2. 팔레트 또는 팔레트 그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3.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4. 로드할 도구 팔레트 파일(.xtp 파일) 또는 도구 팔레트 그룹 파일(.xpg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메뉴 사용자 정의 
현재 메뉴를 사용자화하고 변경 사항을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뉴 파일도 로드할 수 있습니다. 

로드 가능한 메뉴 파일 형식은 4MCAD(*.icm 파일), 사용자화(.cui 파일) 및 AutoCAD(*.mnu, *.mns 

파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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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호환성 이해 
CUI 형식 메뉴 파일은 최신 버전의 AutoCAD 에서 작성됩니다. MNU 형식 파일은 모든 AutoCAD 

릴리스에서 생성된 메뉴 파일이며 MNS 형식 파일은 AutoCAD 릴리스 13, 14 및 2000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MCAD 는 메뉴 매크로에 AutoLISP 코드가 포함된 경우에도 모든 파일 형식을 읽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 AutoCAD 메뉴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4MCAD 는 사용자화에 필요한 CUI 형식 파일의 모든 섹션을 지원합니다. MNU 및 MNS 형식 파일  

4MCAD 가 AutoCAD 메뉴 소스 파일을 읽는 방법을 보려면 

1. 메뉴를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파일 형식에서 AutoCAD 메뉴 파일(mnu)을 선택합니다. 

3. 메뉴 열기 대화상자에서 AutoCAD 지원 폴더로 이동하여 Acad.mnu 파일(또는 릴리스 13, 14 및 

2000 의 경우 Acad.mns)을 선택합니다. 

4. AutoCAD 메뉴 파일을 4MCAD 로 로드하려면 열기를 클릭합니다.4MCAD 메뉴 모음은 이제 

AutoCAD 메뉴 모음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5. 작동 방식을 보려면 메뉴 막대에서 파일> 열기 또는 그리기 > 선과 같은 몇 가지 명령을 

선택하십시오. 

6. 4MCAD 를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복원하려면 도구> 옵션을 선택하고 프로필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합니다. 

새 메뉴 만들기 및 명령 추가 
메뉴 목록의 최상위 수준에 메뉴 항목을 삽입하여 새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 메뉴 항목에 

명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위 메뉴를 추가하고 기존 메뉴 이름과 명령을 추가, 삭제 및 재정렬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 색상은 현재 경험 수준에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메뉴 항목 또는 명령 앞의 녹색 글머리 기호는 메뉴 항목 또는 명령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메뉴 

항목 또는 명령 앞의 빨간색 글머리 기호는 설정한 경험 수준에서 사용할 수 없는 메뉴 항목 또는 명령을 

나타냅니다. 항목의 경험 수준을 변경하려면 속성 영역에서 가시성 속성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험 수준을 변경하려면 도구> 옵션을 선택한 다음 일반 탭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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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자 정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B 메뉴, 하위 메뉴 또는 메뉴의 명령을 선택합니다. 

C 명령 목록 영역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D 입력한 명령 이름을 검색하려면 클릭합니다. E 검색할 명령 이름을 

입력합니다. 

F 목록에서 명령을 선택합니다. Customization 의 목록으로 끌어다 놓거나 Button Image 의 버튼 이미지와 속성의 속성을 

변경합니다. 

G Customization 에서 선택한 메뉴 항목 또는 Command List 에서 선택한 명령에 할당된 속성을 표시합니다. 새 값을 

입력하거나 [...]를 클릭하여 각 속성에 대한 추가 옵션을 선택합니다. 

H 속성 영역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I 현재 선택한 버튼에 할당할 이미지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 또는 .dll 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미지 파일 또는 .dll 파일을 

로드하는 경우 기본값을 클릭하여 비트맵 이미지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4MCAD 와 함께 설치된 이미지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J 선택한 작거나 큰 버튼의 버튼 이미지를 흑백 또는 컬러로 선택합니다. 

K 찾아보기를 클릭할 때 로드된 .dll, .bmp 또는 .png 파일의 전체 경로와 파일 이름을 표시합니다. 

L 버튼 이미지 영역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M 사용자 지정하려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새 메뉴를 만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메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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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메뉴 모음에 표시되는 메뉴는 각 이름 옆에 더하기 기호(+)와 

함께 목록에 표시됩니다. 

4. 새 메뉴 위치 아래에 있는 메뉴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5. 메뉴 항목 삽입을 선택합니다. 

6. 새 풀다운 메뉴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7. 메뉴에 명령을 추가합니다(다음 참조). 새 메뉴를 보려면 메뉴에 명령을 추가해야 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명령을 추가하고 메뉴를 사용자화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메뉴를 

확장합니다. 

4. 메뉴 이름을 확장하여 각 메뉴에 표시되는 메뉴 하위 항목과 명령을 표시합니다. 

5. 명령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의 원하는 위치로 명령을 끕니다. 

6. 메뉴를 추가로 사용자 정의하려면 새 항목을 추가할 위치 아래에 있는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메뉴 항목 삽입 선택 항목 위에 명령을 삽입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메뉴에 표시할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속성의 명령 이름에 메뉴 항목의 명령 이름을 입력합니다. 

⚫ 메뉴 하위 항목 삽입 선택 항목 위에 하위 메뉴를 삽입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할 하위 

메뉴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스페이서 삽입 메뉴의 명령 그룹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선을 선택 항목 위에 삽입합니다. 

⚫ 컨텍스트 메뉴 삽입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를 

삽입합니다. 

⚫ 컨텍스트 메뉴 하위 항목 삽입 선택한 컨텍스트 메뉴에 하위 메뉴를 삽입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할 하위 메뉴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뉴의 명령에 대한 사용자 정의 이미지 설정 
메뉴의 각 명령에 대해 표시되는 이미지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크거나 작은 이미지를 표시하고 컬러 또는 흑백으로 표시하도록 메뉴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각 명령에 

대해 4 개의 다른 이미지를 만듭니다. 다음 치수를 사용하여 맞춤 이미지를 만듭니다. 

⚫ 작은 이미지: 16 x 16 픽셀. 

⚫ 큰 이미지: 32 x 32 픽셀.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미지가 알파 투명 배경의 32 비트 ARGB 형식이어야 합니다. 

이 치수와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크기에 맞게 늘리거나 줄입니다. 

결과 이미지는 원래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메뉴의 명령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자화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메뉴를 

확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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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뉴 이름을 확장하여 각 메뉴에 표시되는 메뉴 하위 항목과 명령을 표시한 다음 명령을 

선택합니다. 

5. 버튼 이미지 영역의 버튼 비트맵에서 변경하려는 버튼 이미지(작은 색상, 큰 색상, 작은 흑백, 큰 

흑백)를 클릭합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비트맵 이미지에서 사용 가능한 이미지 표시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비트맵 리소스, .bmp 파일 또는 .png 파일이 포함된 .dll 외부 리소스 

파일을 로드합니다. 로드된 이미지는 작은 아이콘의 경우 16x16 픽셀, 큰 아이콘의 경우 

32x32 픽셀이어야 합니다. 

7.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뉴 항목의 속성 설정 
메뉴에 표시되는 이름, 가시성 등을 포함하여 메뉴의 각 항목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항목의 속성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메뉴를 확장합니다. 

4. 메뉴 이름을 확장하여 각 메뉴에 표시되는 메뉴 하위 항목과 명령을 표시한 다음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 선택한 메뉴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 

대화 상자의 속성 영역에는 선택한 메뉴 항목에 적합한 속성만 표시됩니다. 예를 들어 메뉴 이름이 아닌 

명령에 대해 가시성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이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액세스 키로 사용하려는 문자 바로 앞에 앰퍼샌드(&)를 포함하여 액세스 키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메뉴 내에서 둘 이상의 메뉴 또는 명령에 동일한 액세스 키를 할당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어, 삽입 메뉴에 Quick Line 이라는 이름의 명령을 추가하면 문자 Q 바로 앞에 

앰퍼샌드가 포함되어 해당 문자가 메뉴에서 밑줄로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메뉴를 표시하고 

Alt+Q 키를 눌러 해당 명령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 명령 이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메뉴 항목을 선택할 때 수행할 명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명령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매크로(하나 이상의 명령 및 해당 옵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CZOOM;E;MSNAPSHOT 

명령 앞에 세 개의 ^C(Ctrl+C) 문자를 추가하면 활성 명령이나 대화 상자가 취소됩니다. 

7. 설명에 항목에 대한 한 문장으로 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문자열은 메뉴 항목의 상태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1. 가시성에서 [...]를 클릭하여 메뉴 항목을 선택합니다. 

⚫ 경험 수준 항목이 표시될 사용자 수준(초급, 중급 또는 고급)을 선택합니다. 항목은 지정한 경험 

수준에서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고급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도구> 옵션을 사용하여 초급 또는 

중급 수준을 선택하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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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하지만 고급을 선택하지 않고 중급을 선택하면 경험치를 중급으로 설정해야 항목이 나타납니다. 

2.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항목이 모든 사용자 수준에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 MDI 창 이 항목을 나타내기 위해 열어야 하는 그리기 창의 수를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창이 

열려 있을 때만 항목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최소한 하나의 창이 열림을 선택합니다. 열려 있는 

창이 없을 때 항목을 표시하려면 Windows 열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항목이 항상 나타납니다. 

⚫ ActiveX In-Place 활성화 항목을 표시할 ActiveX 편집 유형을 선택합니다. 내장 서버 편집 중에 

항목을 표시하려면 서버, 내장을 선택합니다. 인플레이스 서버 편집 중에 항목을 표시하려면 

서버, 인플레이스를 선택합니다. 컨테이너 편집 중에 리본 항목을 표시하려면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 컨텍스트 메뉴 전용 컨텍스트 메뉴에서만 메뉴 항목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임시 팝업 사용자가 SHIFT 키를 누르고 명령이 활성화될 때 동시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임시 팝업에서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택합니다. (메뉴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숨기기 항목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3. 항목 콘텐츠에서 [...]를 클릭하여 항목의 컨텍스트 메뉴에 메뉴 항목을 표시할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객체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여 객체별로 상황에 맞는 메뉴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객체 옆에 

있는 상자를 선택하면 선택한 메뉴 항목이 해당 특정 객체에 대한 컨텍스트 메뉴에 나타납니다. 

⚫ 항목이 하나만 선택되었을 때 상황에 맞는 메뉴에 메뉴 항목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일 

항목이 선택된 경우 제외를 선택합니다. 

⚫ 둘 이상의 객체가 선택되었을 때 상황에 맞는 메뉴에 메뉴 항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 

객체가 선택된 경우 제외를 선택합니다. 

A. 메뉴 항목의 가시성을 시스템 변수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회색 상태 변수 이 명령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회색으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변수 이름과 값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시스템 변수가 꺼져 있으면 버튼이 회색으로 표시되거나 

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대 명령의 회색 상태 변수는 VIEWMODE = 1(투시도 = 

켜짐)입니다. Checked-State Variable 이 명령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눌려진 상태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변수 이름과 값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시스템 변수가 켜져 있으면 명령의 

버튼이 눌린 상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Set Center Snap 명령의 눌린 상태 변수는 OSMODE 

= 4(중앙 스냅 = 켜짐)입니다. 

⚫ Hidden-State Variable 이 여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변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명령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정된 시스템 변수가 켜져 있으면 항목이 숨겨집니다. 예를 

들어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부 명령에는 숨겨진 상태 변수가 있습니다. 

4. 시스템 변수 이름, 앰퍼샌드, 값을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예: "OSMODE&4". 

5.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사용하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메뉴 항목 이름 바꾸기 

메뉴 항목의 이름을 바꾸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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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정의 목록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메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강조 표시된 이름 위에 입력하여 메뉴 항목의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뉴 항목 복사 및 붙여넣기 

메뉴 항목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복사할 메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복사를 선택합니다. 

5. 복사본을 찾을 위치 위에 있는 메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메뉴 항목 삭제 

메뉴 항목을 삭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삭제할 메뉴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삭제를 선택합니다. 

5. 확인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메뉴 항목을 삭제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일부 메뉴 항목에는 그 아래에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메뉴 트리에서 하위 항목이 있는 메뉴 항목을 삭제하면 해당 하위 항목도 모두 삭제됩니다. 

리본 사용자 정의 

리본이 포함된 4MCAD 버전의 경우 여러 영역에 다음 명령이 포함됩니다. 

⚫ 응용 프로그램 버튼 — 왼쪽 상단 모서리에 있으며 새로 만들기, 열기, 가져오기, 내보내기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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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파일 관련 명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 — 응용 프로그램 버튼 오른쪽에 있으며 일반적인 명령을 포함합니다. 

⚫ 리본 — 응용 프로그램 버튼 아래에 있으며 도면 창 상단에서 수평으로 실행됩니다. 기본 리본은 

예를 들어 홈, 편집, 그리기 등의 탭과 같이 함께 그룹화된 관련 명령을 포함하는 탭으로 

구성됩니다. 각 탭에는 탭 내에 명령의 하위 범주(예: 그리기, 수정)가 포함된 패널이 있습니다. , 

및 홈 탭의 레이어. 상황별 리본 상태 — 여러 줄 문자, 래스터 이미지 및 외부 참조와 같은 특정 

객체로 작업할 때 일시적으로 위치합니다. 

4MCAD 에 내장된 상황별 리본 상태를 제외하고 이러한 모든 영역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본 설정은 .cui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CUI 형식은 최신 사용자 인터페이스 형식이며 메뉴, 도구 

모음, 태블릿 등과 같은 모든 기존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도 지원합니다. CUI 형식은 리본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유일한 메뉴 형식이므로 리본을 지원하고 CUI 형식을 사용합니다. 

리본 탭 및 하위 패널 작성 및 사용자화 

리본 목록의 최상위 수준에 탭을 삽입하여 새 리본 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 리본 탭에 패널 

또는 그룹을 추가하고 명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름과 명령을 추가, 삭제 및 재정렬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글머리 기호 색상은 현재 경험 수준에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리본 항목 또는 명령 앞의 녹색 글머리 기호는 해당 항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빨간색 글머리 

기호는 설정한 경험 수준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나타냅니다. 항목의 경험 수준을 변경하려면 속성 

영역에서 가시성 속성을 사용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경험 수준을 변경하려면 도구 메뉴에서 옵션 

명령을 사용하십시오. 

새 리본 탭을 작성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리본을 

확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리본에 표시되는 탭은 각 이름 옆에 더하기 기호(+)와 함께 

목록에 표시됩니다. 

3. 새 리본 탭 위치 아래에 있는 리본 탭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탭 삽입을 선택합니다. 

5. 새 탭의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6. 리본 탭에 패널과 명령을 추가합니다(다음 참조). 새 리본 탭을 보려면 여기에 패널과 명령을 

추가해야 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리본 탭을 사용자화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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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리본을 

확장합니다. 

4. 리본 탭을 확장한 다음 해당 패널을 확장하여 각 리본 탭에 표시되는 명령을 표시합니다. 

5. 명령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의 원하는 위치로 명령을 끕니다. 

6. 리본 탭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하려면 새 항목을 추가할 위치 아래에 있는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탭 삽입 리본에 대한 새 탭을 삽입합니다. 탭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탭이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됩니다. 

⚫ 패널 삽입 및 하위 패널 삽입 리본 탭에 관련 명령을 그룹화하는 데 사용되는 영역을 삽입합니다. 

탭의 명령 그룹 아래에 표시되는 패널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패널은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되거나 하위 패널의 경우 목록에서 선택 항목 아래의 목록에 중첩됩니다. 

⚫ 행 삽입 및 자식 행 삽입 패널에 행을 삽입합니다. 각 패널에는 가로로 정렬된 버튼 그룹인 하나 

이상의 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행은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되거나 하위 행의 경우 선택 항목 

아래 목록에 중첩됩니다. 패널 행 세트는 <PanelBreaker> 요소를 사용하여 두 부분(표시 및 

축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오른쪽 클릭하고 패널 분리기 삽입 선택). 

명령 단추 삽입 및 자식 명령 단추 삽입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클릭하면 명령을 실행하는 명령 단추를 

삽입합니다. 명령 단추는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되거나 하위 명령 단추의 경우 선택 항목 아래 

목록에 중첩됩니다. 

⚫ 메뉴 버튼 삽입 및 하위 메뉴 삽입 버튼 리본을 클릭하면 추가 명령 버튼이 표시되는 메뉴 이름을 

삽입합니다. 메뉴는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되거나 하위 메뉴 버튼의 경우 선택 항목 아래 

목록에 중첩됩니다. 

⚫ 행 패널 삽입 및 자식 행 삽입 패널 패널에 표시되는 행 그룹을 삽입합니다. 행 패널은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되거나 하위 행 패널의 경우 선택 항목 아래 목록에 중첩됩니다. 

⚫ 컨트롤 삽입 및 자식 컨트롤 삽입 레이어,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치수 스타일, 문자 스타일 및 

인쇄 스타일을 선택하기 위한 표준 컨트롤을 삽입합니다. 컨트롤은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되거나 자식 컨트롤의 경우 선택 항목 아래 목록에 중첩됩니다. 

⚫ 구분 기호 삽입 및 자식 구분 기호 삽입 리본에 세로로 나타나는 줄을 삽입하여 명령 그룹을 

구분합니다. 구분 기호는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되거나 하위 구분 기호의 경우 선택 항목 

아래 목록에 중첩됩니다. 

⚫ 분할 단추 삽입 및 자식 분할 단추 삽입 리본을 클릭하면 추가 명령 단추가 표시되는 단추를 

삽입합니다. 예를 들어, 분할 버튼에 함께 그룹화된 배열 및 3D 배열 명령을 원할 수 있습니다. 

리본에 기본적으로 표시되는 명령 단추는 마지막으로 사용된 단추입니다. 분할 버튼은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되거나 하위 분할 버튼의 경우 선택 항목 아래 목록에 중첩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을 때와 동일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사용하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 만들기 및 사용자 지정 
리본 목록의 최상위 수준에 탭을 삽입하여 새 리본 탭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새 리본 탭에 패널 

또는 그룹을 추가하고 명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름과 명령을 추가, 삭제 및 재정렬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을 만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424 C H A P T E R 

1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확장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리본에 표시되는 탭은 각 이름 옆에 더하기 

기호(+)와 함께 목록에 표시됩니다. 

3.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삽입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이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 위에 삽입됩니다. 

4. 새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5.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에 명령을 추가합니다(다음 참조). 새로운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을 보려면 

도구 모음에 명령을 추가해야 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을 사용자화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확장합니다. 

4.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을 확장하여 표시되는 명령을 표시합니다. 

5.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빠른 액세스 도구 모음에 명령을 추가합니다. 

⚫ 명령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원하는 위치로 명령을 끕니다. 

⚫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목록에서 명령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명령 단추 삽입을 

선택합니다.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그런 다음 속성에서 명령 이름에 항목의 

명령 이름을 입력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사용하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애플리케이션 버튼 생성 및 사용자 정의 

새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생성하고 기존 버튼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름과 명령을 추가, 삭제 및 

재정렬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 응용 프로그램 단추를 만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확장합니다. 

3.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응용 프로그램 버튼 삽입을 

선택합니다.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 위에 새 응용 프로그램 버튼이 삽입됩니다. 

4. 응용 프로그램 버튼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5. 응용 프로그램 버튼에 명령을 추가합니다(다음 참조). 새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보려면 버튼에 

명령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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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확인을 클릭합니다.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확장합니다. 

4.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확장하여 표시하는 명령을 표시합니다. 

5. 명령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의 원하는 위치로 명령을 끕니다.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추가로 

사용자 지정하려면 새 항목을 추가할 위치 아래에 있는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명령 삽입 버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클릭하면 명령을 실행하는 항목을 삽입합니다. 명령이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됩니다. 

⚫ 메뉴 삽입 버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클릭하면 하위 메뉴가 열리는 메뉴 항목을 삽입합니다. 

메뉴가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됩니다. 

⚫ 구분 기호 삽입 명령 그룹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줄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삽입합니다. 

⚫ 하위 명령 삽입 버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클릭하면 명령을 실행하는 항목을 삽입합니다. 

명령은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 아래에 중첩됩니다. 이 옵션은 메뉴 버튼에 대해 표시됩니다(명령 

버튼 아님). 

⚫ 하위 구분 기호 삽입 명령 그룹을 시각적으로 구분하는 줄을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삽입합니다. 

구분 기호는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 아래에 중첩됩니다. 이 옵션은 메뉴 버튼에 대해 

표시됩니다(명령 버튼 아님).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리본의 명령에 대한 사용자 정의 이미지 설정 

리본의 각 명령에 대해 표시되는 이미지를 사용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크거나 작은 이미지를 표시하고 컬러 또는 흑백으로 표시하도록 리본을 구성할 수 있으므로 각 명령에 

대해 4 개의 다른 이미지를 만듭니다. 다음 치수를 사용하여 맞춤 이미지를 만듭니다. 

⚫ 작은 이미지: 16 x 16 픽셀. 

⚫ 큰 이미지: 32 x 32 픽셀.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이미지가 알파 투명 배경의 32 비트 ARGB 형식이어야 합니다.  

이 치수와 일치하지 않는 이미지는 프로그램에서 지정된 크기에 맞게 늘리거나 줄입니다. 

결과 이미지는 원래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리본의 명령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자화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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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리본을 

확장합니다. 

4. 리본 탭 이름과 패널 이름을 확장하여 각 리본 탭에 표시되는 명령을 표시한 다음 명령을 

선택합니다. 

5. 버튼 이미지 영역의 버튼 비트맵에서 변경하려는 버튼 이미지(작은 색상, 큰 색상, 작은 흑백, 큰 

흑백)를 클릭합니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비트맵 이미지에서 사용 가능한 이미지 표시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비트맵 리소스, .bmp 파일 또는 .png 파일이 포함된 .dll 외부 리소스 파일을 

로드합니다. 로드된 이미지는 작은 아이콘의 경우 16x16 픽셀, 큰 아이콘의 경우 

32x32 픽셀이어야 합니다. 

7.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리본 항목의 속성 설정 
리본에 표시되는 이름, 가시성 등을 포함하여 리본의 각 항목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리본 항목의 속성을 사용자화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리본을 

확장합니다. 

4. 리본 탭 이름과 패널 이름을 확장하여 각 리본 탭에 표시되는 명령을 표시한 다음 리본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지정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 선택한 리본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 대화 상자의 속성 영역만 표시됩니다. 

선택한 리본 항목에 적합한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가시성 설정은 리본 패널 이름이 아닌 명령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이름에 리본에 표시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6. 명령 이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리본 항목을 선택할 때 수행할 명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명령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매크로(하나 이상의 명령 및 해당 옵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CZOOM;E;MSNAPSHOT 

명령 앞에 세 개의 ^C(Ctrl+C) 문자를 추가하면 활성 명령이나 대화 상자가 취소됩니다. 

7. 설명에 항목에 대한 한 문장으로 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문자열은 리본 항목의 상태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8. 가시성에서 [...]를 클릭하여 리본 항목을 선택합니다. 

⚫ 경험 수준 항목이 표시될 사용자 수준(초급, 중급 또는 고급)을 선택합니다. 항목은 지정한 경험 

수준에서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고급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도구> 옵션을 사용하여 초급 또는 

중급 수준을 선택하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령; 하지만 고급을 선택하지 않고 중급을 선택하면 경험치를 중급으로 설정해야 항목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항목이 모든 사용자 수준에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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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I 창 이 항목을 나타내기 위해 열어야 하는 그리기 창의 수를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창이 

열려 있을 때만 항목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최소한 하나의 창이 열림을 선택합니다. 열려 있는 

창이 없을 때 항목을 표시하려면 Windows 열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항목이 항상 나타납니다. 

⚫ ActiveX In-Place 활성화 항목을 표시할 ActiveX 편집 유형을 선택합니다. 내장 서버 편집 중에 

항목을 표시하려면 서버, 내장을 선택합니다. 인플레이스 서버 편집 중에 항목을 표시하려면 

서버, 인플레이스를 선택합니다. 컨테이너 편집 중에 항목을 표시하려면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 컨텍스트 메뉴 전용 컨텍스트 메뉴에서만 항목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임시 팝업(메뉴 항목에만 사용 가능) 사용자가 Shift 키를 누르고 동시에 명령이 활성화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임시 팝업에서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택합니다. 

⚫ 숨기기 항목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객체 콘텐츠에서 [...]를 클릭하여 리본 항목이 객체의 상황에 맞는 메뉴에 표시되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객체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여 객체별로 상황에 맞는 메뉴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객체 옆의 

확인란을 선택하면 선택한 리본 항목이 해당 특정 객체의 상황에 맞는 메뉴에 나타납니다. 

⚫ 객체를 하나만 선택했을 때 상황에 맞는 메뉴에 리본 항목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일 

객체가 선택된 경우 제외를 선택합니다. 

⚫ 둘 이상의 객체가 선택되었을 때 상황에 맞는 메뉴에 리본 항목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 

객체가 선택된 경우 제외를 선택합니다. 

1.  리본 항목의 가시성을 시스템 변수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회색 상태 변수 이 명령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회색으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변수 이름과 값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시스템 변수가 꺼져 있으면 버튼이 회색으로 표시되거나 

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대 명령의 회색 상태 변수는 VIEWMODE = 1(투시도 = 

켜짐)입니다. Checked-State Variable 이 명령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눌려진 상태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변수 이름과 값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시스템 변수가 켜져 있으면 명령의 

버튼이 눌린 상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Set Center Snap 명령의 눌린 상태 변수는 OSMODE 

= 4(중앙 스냅 = 켜짐)입니다. 

⚫ Hidden-State Variable 이 여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변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명령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숨겨져 있습니다. 지정된 시스템 변수가 켜져 있으면 항목이 숨겨집니다. 예를 

들어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부 명령에는 숨겨진 상태 변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변수 이름, 앰퍼샌드, 값을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예: "OSMODE&4". 

2.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사용하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리본 항목 이름 바꾸기 

리본 항목의 이름을 바꾸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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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화 목록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리본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1. 강조 표시된 이름 위에 입력하여 리본 항목의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확인을 클릭합니다. 

리본 항목 복사 및 붙여넣기 

리본 항목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화 목록에서 복사할 리본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복사를 선택합니다. 

5. 복사본을 찾을 위치 위에 있는 리본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6.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리본 항목 삭제 

리본 항목을 삭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화 목록에서 삭제할 리본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삭제를 선택합니다. 

5. 확인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리본 항목을 삭제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일부 리본 항목에는 그 아래에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에 하위 항목이 있는 리본 항목을 삭제하면 해당 하위 항목도 모두 삭제됩니다. 

도구 모음 사용자 정의 
4MCAD 는 자주 사용하는 명령에 접근할 수 있도록 툴바를 제공합니다. 도구 모음이 켜져 있으면 항상 

사용 가능하거나 상단에 동일한 위치에 있으므로 쉽게 찾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구 모음은 도면 

표시 공간을 차지하고 도면 작업에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을 줄입니다. 

도구를 추가 또는 제거하거나 도구 구성을 재정렬하여 이러한 도구 모음을 사용자화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도구 모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구 모음 만들기 및 사용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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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 사용자 정의 명령을 사용하여 새 도구 모음을 만든 다음 새 도구 모음에 도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 도구 모음에서 도구를 추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A. 사용자 정의 영역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B. 도구 모음 또는 도구 모음 명령을 선택합니다. 

C. 명령 목록 영역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D. 입력한 명령 이름을 검색하려면 클릭합니다.  

E. 검색할 명령 이름을 입력합니다. 

F. 목록에서 명령을 선택합니다. Customization 의 목록으로 끌어다 놓거나 Button Image 의 버튼 이미지와 속성의 

속성을 변경합니다. 

G. Customization 에서 선택한 도구 모음 항목 또는 명령 목록에서 선택한 명령에 할당된 속성을 표시합니다. 새 값을 

입력하거나 [...]를 클릭하여 각 속성에 대한 추가 옵션을 선택합니다.  

H.  속성 영역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I. 현재 선택한 버튼에 할당할 이미지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 또는 .dll 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미지 파일 또는 .dll 

파일을 로드하는 경우 기본값을 클릭하여 비트맵 이미지에 표시되는 이미지를 4MCAD 와 함께 설치된 이미지로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J. 선택한 작거나 큰 버튼의 버튼 이미지를 흑백 또는 컬러로 선택합니다. 

K. 찾아보기를 클릭할 때 로드된 .dll, .bmp 또는 .png 파일의 전체 경로와 파일 이름을 표시합니다. 

L. 버튼 이미지 영역을 표시하거나 숨기려면 클릭합니다. 

M. 사용자 지정하려는 버튼을 선택합니다. 

새 도구 모음을 만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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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도구 

모음을 확장합니다. 도구 모음은 각 이름 옆에 더하기 기호(+)와 함께 목록에 표시됩니다. 

4. 새 도구 모음 위치 아래에 있는 도구 모음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5. 도구 모음 삽입을 선택합니다. 

6. 새 도구 모음의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7. 도구 모음에 명령을 추가합니다(다음 참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새 도구 모음을 보려면 여기에 

명령을 추가해야 합니다. 

8.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구 모음에 명령을 추가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도구 

모음을 확장합니다. 

4. 도구 모음 이름을 확장하여 각 도구 모음에 표시되는 명령을 표시합니다. 

5. 명령 목록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의 원하는 위치로 명령을 끕니다. 

6. 도구 모음을 추가로 사용자 정의하려면 새 항목을 추가할 위치 아래에 있는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버튼 삽입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클릭하면 명령을 실행하는 도구 모음 버튼을 삽입합니다. 도구 모음 

버튼이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삽입됩니다. 

⚫ 하위 항목 삽입 목록에서 도구 모음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도구 모음 버튼을 

삽입합니다. 도구 모음에 있는 목록에서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은 선택 항목 

아래 목록에 중첩된 도구 모음 버튼을 삽입하고 선택 항목은 플라이아웃의 상위 명령이 됩니다. 

도구 모음 플라이아웃은 관련 도구를 구성하고 공간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도구 모음. 플라이아웃은 도구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작은 삼각형으로 표시됩니다. 플라이아웃 도구를 

클릭하면 추가 도구 세트가 표시됩니다. 그러면 선택한 플라이아웃 도구가 도구 모음의 기본 도구가 

됩니다. 

⚫ 스페이서 삽입 도구 모음에 세로로 나타나는 줄을 삽입하여 명령 그룹을 구분합니다. 선택 항목 

위의 목록에 구분 기호가 삽입됩니다. 

도구 모음의 명령에 대한 이미지를 사용자화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도구 

모음을 확장합니다. 

4. 도구 모음 이름을 확장하여 각 도구 모음에 표시되는 명령을 표시한 다음 명령을 선택합니다. 

5. 버튼 이미지 영역의 버튼 비트맵에서 변경하려는 버튼 이미지(작은 색상, 큰 색상, 작은 흑백,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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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를 클릭합니다. 

흑백 아이콘은 색맹 사용자 또는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고대비에 사용됩니다. 섹션 508 

준수를 참조하십시오. 

6.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비트맵 이미지에서 사용 가능한 이미지 표시에서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비트맵 리소스, .bmp 파일 또는 .png 파일이 포함된 .dll 외부 리소스 파일을 

로드합니다. 로드된 이미지는 작은 아이콘의 경우 16x16 픽셀, 큰 아이콘의 경우 

32x32 픽셀이어야 합니다. 

7.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구 모음 항목의 속성 설정 
도구 설명에 표시되는 이름, 도구 가시성 등을 포함하여 도구 모음의 각 항목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구 모음 항목의 속성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도구 

모음을 확장합니다. 

4. 도구 모음 이름을 확장하여 각 도구 모음에 표시되는 명령을 표시한 다음 도구 모음 항목을 

선택합니다. 

사용자 정의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은 선택한 도구 모음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 대화 상자의 속성 영역만 표시됩니다. 

선택한 도구 모음 항목에 적합한 속성입니다. 예를 들어 도구 모음 이름이 아닌 명령에 대해 가시성 설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이름에 도구 모음 위로 마우스를 가져갈 때 표시할 이름을 입력합니다. 

6. 명령 이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도구 모음 항목을 선택할 때 수행할 명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명령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매크로(하나 이상의 명령 및 해당 옵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CZOOM;E;MSNAPSHOT 

명령 앞에 세 개의 ^C(Ctrl+C) 문자를 추가하면 활성 명령이나 대화 상자가 취소됩니다. 

설명에 항목에 대한 한 문장으로 된 설명을 입력합니다. 문자열은 도구 모음 항목의 상태 표시줄에 

나타납니다. 

가시성에서 [...]를 클릭하여 도구 모음 항목을 선택합니다. 

경험 수준 항목이 표시될 사용자 수준(초급, 중급 및/또는 고급)을 선택합니다. 항목은 지정한 경험 

수준에서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고급을 선택하면 사용자가 도구> 옵션 명령을 사용하여 초급 또는 중급 

수준을 선택하면 항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급을 선택하지 않고 중급을 선택하면 경험치를 중급으로 설정해야 항목이 나타납니다. 세 가지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항목이 모든 사용자 수준에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MDI 창 이 항목을 표시하기 위해 열어야 하는 도면 창의 수를 선택합니다. 하나 이상의 창이 열려 있을 

때만 항목이 표시되도록 하려면 최소한 하나의 창이 열림을 선택합니다. 열려 있는 창이 없을 때 항목을 

표시하려면 Windows 열기 없음을 선택합니다. 두 옵션을 모두 선택하면 항목이 항상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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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eX In-Place 활성화 항목을 표시할 ActiveX 편집 유형을 선택합니다. 내장 서버 편집 중에 

항목을 표시하려면 서버, 내장을 선택합니다. 인플레이스 서버 편집 중에 항목을 표시하려면 

서버, 인플레이스를 선택합니다. 컨테이너 편집 중에 항목을 표시하려면 컨테이너를 선택합니다. 

⚫ 컨텍스트 메뉴 전용 컨텍스트 메뉴에서만 항목을 표시하려면 선택합니다. 

⚫ 임시 팝업(메뉴 항목에만 사용 가능) 사용자가 Shift 키를 누르고 동시에 명령이 활성화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는 경우 임시 팝업에서 항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선택합니다. 

⚫ 숨기기 항목을 숨기려면 선택합니다. 

1. 객체 콘텐츠에서 [...]를 클릭하여 도구 모음 항목이 객체의 상황에 맞는 메뉴에 표시되는지 여부를 

정의합니다. 다음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 객체를 선택하거나 선택 해제하여 객체별로 상황에 맞는 메뉴를 사용자 지정합니다. 객체 옆에 

있는 상자를 선택하면 선택한 도구 모음 항목이 해당 특정 객체에 대한 컨텍스트 메뉴에 

나타납니다. 

⚫ 하나의 객체만 선택했을 때 상황에 맞는 메뉴에 도구 모음 항목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단일 

객체가 선택된 경우 제외를 선택합니다. 

⚫ 둘 이상의 객체를 선택할 때 상황에 맞는 메뉴에 도구 모음 항목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려면 여러 

객체가 선택된 경우 제외를 선택합니다. 

2. 도구 모음 항목의 가시성을 시스템 변수로 제어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지정합니다. 

⚫ 회색 상태 변수 이 명령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회색으로 표시되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변수 이름과 값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시스템 변수가 꺼져 있으면 버튼이 회색으로 표시되거나 

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확대 명령의 회색 상태 변수는 VIEWMODE = 1(투시도 = 

켜짐)입니다. 

⚫ Checked-State Variable 이 명령이 눌려진 상태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표시되는지 여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변수 이름과 값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시스템 변수가 켜져 있으면 명령의 

버튼이 눌린 상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Set Center Snap 명령이 눌려진 상태로 상태 변수는 

OSMODE = 4(중앙 스냅 = 켜짐)입니다. 

⚫ 숨겨진 상태 변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이 명령을 숨길지 여부를 제어하는 시스템 변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지정된 시스템 변수가 켜져 있으면 항목이 숨겨집니다. 예를 들어 추가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부 명령에는 숨겨진 상태 변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변수 이름, 앰퍼샌드, 값을 공백 없이 입력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을 때와 동일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사용하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도구 모음 항목 이름 바꾸기 

도구 모음 항목의 이름을 바꾸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화 목록에서 이름을 바꾸려는 도구 모음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이름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5. 강조 표시된 이름 위에 입력하여 도구 모음 항목의 새 이름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구 모음 명령을 사용하여 도구 모음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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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도구 모음을 선택하여 도구 모음 선택 대화 상자를 엽니다. 이름을 바꾸려는 도구 모음을 선택한 

다음 이름 바꾸기를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도구 모음 항목 복사 및 붙여넣기 

도구 모음 항목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화 목록에서 복사할 도구 모음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복사를 선택합니다. 

5. 복사본을 찾을 위치 위에 있는 도구 모음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6.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도구 모음 항목 삭제 

도구 모음 항목을 삭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화 목록에서 삭제할 도구 모음 항목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삭제를 선택합니다. 

5. 확인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도구 모음 항목을 삭제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사용자 정의 
4MCAD 는 키보드 단축키를 제공하여 자주 사용하는 명령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UI 사용자 지정 명령을 

사용하여 이러한 바로 가기를 사용자 지정하고 새 바로 가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키 생성 및 사용자 정의 
특수 키와 특정 키 조합에 매크로를 할당하여 키보드 단축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는 다음과 같이 

상태 표시줄에 표시되는 하나 이상의 명령으로 구성됩니다. 

⚫ QSAVE 와 같은 단일 명령. 

⚫ ARC;\A;\\와 같은 옵션이 있는 명령. 

⚫ ^C^C^CZOOM;E;QSAVE;QPRINT 와 같은 둘 이상의 명령. 

키보드 단축키는 별칭보다 강력합니다. 별칭을 사용하면 단일 명령 이름을 축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기 

키에는 하나 이상의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를 활성화하려면 바로 가기 키를 누릅니다. 

별칭을 사용할 때처럼 Enter 키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가기는 다음 키로 구성됩니다. 

⚫ Ctrl, Alt 및 Shift 키와 함께 눌러진 기능 및 커서 제어 키, 영숫자 키. Shift 키는 Ctrl, Alt 및/또는 

기능 키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 영숫자 키는 A ~ Z 및 1 ~ 0 으로 레이블이 지정된 키입니다. 

⚫ 커서 키는 위, 아래, 왼쪽 및 오른쪽 화살표와 Page Up, Page Down, Home, End, Insert 및 

Delete 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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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키는 F1 에서 F12 까지 레이블이 지정된 키입니다. 

명령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매크로(하나 이상의 명령 및 해당 옵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CZOOM;E;MSNAPSHOT 

명령 앞에 세 개의 ^C(Ctrl+C) 문자를 추가하면 활성 명령이나 대화 상자가 취소됩니다. 

설명에 항목에 대한 한 문장으로 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으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사용하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키보드 단축키 속성 설정 

연결된 명령, 설명 및 키 조합을 포함하여 각 키보드 단축키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단축키의 속성을 사용자 정의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정의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정의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키보드 

단축키를 확장합니다. 

4. 키보드 단축키를 선택합니다. 

5. 명령 이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키보드 단축키를 눌렀을 때 수행할 명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명령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매크로(하나 이상의 명령 및 해당 옵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CZOOM;E;MSNAPSHOT 

명령 앞에 세 개의 ^C(Ctrl+C) 문자를 추가하면 활성 명령이나 대화 상자가 취소됩니다. 

6. 설명에 항목에 대한 한 문장으로 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7. 새 키 조합을 지정하려면 다음을 수행하십시오. 

⚫ 키에서 [...]를 누릅니다. 

⚫ 새로운 키 조합을 누르십시오. 

⚫ 확인을 클릭합니다. 

8.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사용하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키보드 단축키 복사 및 붙여넣기 

바로 가기 키를 복사하여 붙여넣으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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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복사할 키보드 단축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복사를 선택합니다. 

5. 복사본을 찾을 위치 위에 있는 바로 가기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6.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단축키 삭제 

키보드 단축키 항목을 삭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삭제할 바로 가기 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삭제를 선택합니다. 

5. 확인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바로 가기 키를 삭제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별칭 만들기 
4MCAD 는 많은 명령에 대한 별칭을 제공합니다. 별칭을 사용하면 전체 명령 이름이 아닌 한두 글자를 

입력하여 자주 사용하는 명령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별칭을 사용하여 AutoCAD 와의 명령 이름 호환성을 유지합니다. AutoCAD 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별칭 및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4MCAD 는 여러 AutoCAD 

명령을 향상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4MCAD 는 직사각형 명령에 두 가지 유용한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직사각형을 정사각형으로 그릴 수 있고 직사각형을 비스듬히 회전할 수 있습니다. 

별칭을 사용자 정의하고 새 별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UI 명령을 사용하여 별칭을 사용자 

정의합니다. 

별칭 만들기 

새 명령 별칭을 만들려면 먼저 별칭을 정의한 다음 사용 가능한 4MCAD 명령 중 하나를 할당합니다 

새 별칭을 만들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별칭을 

확장합니다. 

4. 목록에서 새 별칭을 추가할 위치 아래에 있는 별칭 이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5. 별칭 삽입을 선택합니다. 

6. 새 별칭을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7. 명령 이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별칭을 입력할 때 수행할 명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명령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매크로(하나 이상의 명령 및 해당 옵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CZOOM;E;MSNAPSHOT 

명령 앞에 세 개의 ^C(Ctrl+C) 문자를 추가하면 활성 명령이나 대화 상자가 취소됩니다. 

8 설명에 항목에 대한 한 문장으로 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9 변경 사항을 저장하고 대화 상자를 닫으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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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사용하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별칭 속성 설정 

연결된 명령 및 설명을 포함하여 각 별칭에 대한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별칭 속성을 사용자 지정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영역에서 작업 공간이나 사용자 지정 파일(예: ICAD)을 선택한 다음 목록에서 

별칭을 확장합니다. 

4. 별칭을 선택합니다. 

5. 이름에 별칭의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6. 명령 이름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별칭 이름을 입력할 때 수행할 명령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명령 이름에는 다음과 같은 매크로(하나 이상의 명령 및 해당 옵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C^C^CZOOM;E;MSNAPSHOT 

명령 앞에 세 개의 ^C(Ctrl+C) 문자를 추가하면 활성 명령이나 대화 상자가 취소됩니다. 

7. 7 설명에 항목에 대한 한 문장으로 된 설명을 입력하십시오. 

8. 8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할 때와 동일하게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명령을 사용하고 프로파일 탭을 클릭한 다음 재설정을 클릭하십시오. 별칭 항목 복사 및 붙여넣기 

별칭 항목을 복사하여 붙여넣으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복사할 별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복사를 선택합니다. 

5. 복사본을 찾을 위치 위에 있는 별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6. 붙여넣기를 선택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별칭 항목 삭제 

기존 별칭 항목을 삭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사용자 지정 목록에서 삭제할 별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합니다. 

4. 삭제를 선택합니다. 

5. 확인 대화 상자에서 예를 클릭하여 별칭을 삭제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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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정의 파일 작업 

많은 사용자가 CUI(UI 사용자 정의) 명령을 사용하여 메뉴 및 도구 모음과 같은 4MCAD 기본 창의 

영역을 사용자화합니다. 이러한 설정은 다음에 대한 설정이 포함된 XML 형식 파일인 .cui 파일에 

저장됩니다. 

⚫ 리본 

⚫ 작업 공간 

⚫ 메뉴 

⚫ 도구 모음 

⚫ 키보드 가속기 

⚫ 별칭 

⚫ 더블 클릭 동작 

.cui/.cuix 파일을 저장 및 로드하고, 복원하고, .cui 파일 간에 설정을 복사하고, .cui/.cuix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4MCAD 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파일 유형과도 작동합니다. 

AutoCAD 메뉴 및 도구 모음(*.mnu, *.mns), 4MCAD 메뉴 및 도구 모음(*.icm), 4MCAD 별칭(*.ica), 

AutoCAD 별칭(*.pgp) 및 4MCAD 키보드 단축키(* .익). 

도구 팔레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부이며 사용자화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화 파일에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도구 팔레트를 사용자화하려면 이 장의 713 페이지의 "도구 팔레트 사용자화하기"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화 파일 저장 

4MCAD 는 사용자가 만든 모든 사용자 정의를 다음 항목에 자동으로 저장합니다. 

⚫ 리본 

⚫ 작업 공간 

⚫ 메뉴 

⚫ 도구 모음 

⚫ 키보드 가속기 

⚫ 별칭 

⚫ 더블 클릭 동작 

변경 사항은 .cui/.cuix 파일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원하는 경우 설정을 새 .cui/.cuix 파일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화 설정을 새 사용자화 파일에 저장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전송 탭을 클릭합니다. 

3. 오른쪽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합니다. 

4. .cui/.cuix 파일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정의 파일 로드현재 사용자 정의 파일을 다른 파일로 바꾸거나 현재 사용자 정의 파일을 사용자 

정의 메뉴와 같은 추가 항목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전체 사용자화(*.cui, *.cuix), 

AutoCAD 메뉴 및 도구 모음(*.mnu, 

*.mns), 4MCAD 메뉴 및 도구 모음(*.icm), 4MCAD 별칭(*.ica), AutoCAD 별칭(*.pgp) 및 4MCAD 

키보드 단축키(*.ick). 

메뉴, 별칭 또는 키보드 바로 가기 파일을 로드하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해당 항목만 바뀝니다. 

프로그램 설치 시 기본 사용자 지정 파일을 로드하거나 백업 사용자 지정 파일을 로드하여 사용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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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을 복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화 파일을 로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전송 탭을 클릭합니다. 

3. 왼쪽에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4. 파일 형식 목록에서 로드할 파일 형식을 선택합니다. 

5.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세요. 

6. 열기를 클릭합니다. 

7. 확인을 클릭합니다. 

기본 사용자화 파일을 복원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현재 사용자화에 대한 이중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4. 기본값에서 재설정을 선택합니다. 

5. 기본 사용자 지정 파일을 복원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요를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명령 프롬프트에서 CUI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화를 재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재설정 명령을 시작하려면 resetui 를 입력하십시오. 

백업 사용자 정의 파일을 복원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사용자 정의 탭을 클릭합니다. 

3. 현재 사용자화에 대한 이중 화살표를 클릭합니다. 

4. 백업 복원을 선택한 다음 매일, 매주, 매월 또는 매년을 선택합니다. 

5. 백업 사용자 정의 파일을 복원하려면 예를 클릭하고 취소하려면 아니요를 클릭합니다. 

6. 확인을 클릭합니다. 

새 .cui 파일 생성 및 설정 복사 
사용자 정의 UI 명령을 사용하여 새 .cui/.cuix 파일을 빠르게 생성하고 한 사용자화 파일에서 다른 

사용자화 파일로 설정을 복사합니다. 단일 명령에서 파일의 모든 설정으로 복사할 설정을 선택합니다. 

새 .cui/.cuix 파일을 만들고 설정을 복사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전송 탭을 클릭합니다. 

3. 오른쪽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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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왼쪽에서 열기를 클릭하고 복사할 설정이 포함된 사용자 지정 파일을 선택합니다. 

5. 두 파일 간에 설정을 끌어다 놓습니다. 

6. 완료되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편집기를 사용하여 .cui 파일 사용자 정의 
.cui 파일은 ASCII 또는 유니코드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여 편집할 수 있는 XML 파일 형식입니다. 

그러나 Visual Studio 또는 Notepad++와 같은 XML 편집기를 사용하여 .cui 파일을 편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MCAD 로 개발 중이라면 이미 Visual Studio 가 있습니다. 

.cui 파일을 수동으로 편집할 때 주의하고 파일 형식에 대해 다음 팁을 사용하십시오. 

⚫ .cui/.cuix 파일의 내용은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정확합니다. 오류는 

표시되지 않지만 ID 속성은 무시됩니다. 

<ToolTip id="123">도움말</ToolTip> 

다음도 맞습니다. ID 는 123 과 같습니다. 

<ToolTip ID="123">도움말</ToolTip> 

⚫ .cui 파일의 내용에는 .xml 파일과 유사한 &(앰퍼샌드), '(따옴표) 등의 특수 기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 기호를 해당 이스케이프 시퀀스로 바꾸거나 대신 XML CDATA 구조를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음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ToolTip id="123">도움말(&T)</ToolTip> 

옳은: 

<ToolTip ID="123">&amp;도움말</ToolTip> 

정확하지 않음: 

<명령>'_HELP</명령> 

 

옳은: 

<명령><![CDATA['_HELP]]></명령> 

⚫ 여러 객체유형의 속성은 노드 스타일과 속성 스타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두 

도구 모음 버튼은 동일합니다. 

<ToolbarButton UID="고유 ID" IsSeparator="true 

Visibility="CUI_LEV_ALL,CUI_MDI_OPN,CUI_OLE_SEM" 

EntityVisibility="RCM_ENT_ACS,RCM_ENT_MUL"/> 

 

 

<도구 모음 버튼 UID="고유 ID"> 

 

<IsSeparator>참</IsSeparator> 

 

<가시성>CUI_LEV_ALL,CUI_MDI_OPN,CUI_OLE_SEM</가시성> 

 

<EntityVisibility>RCM_ENT_ACS,RCM_ENT_MUL</EntityVisibility> 

 

</도구 모음 버튼> 

편집기를 사용하여 .cui/.cuix 파일을 사용자화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UI 사용자 정의를 선택합니다. 

⚫ cui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메뉴 탭을 클릭한 다음 내보내기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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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뉴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할 디렉터리와 파일 이름을 지정합니다. 

4. 파일 형식에서 CUI 사용자화 파일(.cui)을 선택합니다. 

5. 저장을 클릭한 다음 닫기를 클릭합니다. 

6. ASCII 또는 유니코드 텍스트 편집기에서 .cui 파일을 열고 다음 형식에 따라 변경합니다. 

.cui 파일의 버전 관리 이해 

각 .cui 파일에는 버전 관리를 제어하는 노드가 있습니다. 

<FileVersion MajorVersion="1" MinorVersion="2" UserVersion="0" IncrementalVersion="91"/> 

⚫ IncrementalVersion Icad.cui 파일이 변경될 때마다 증가해야 합니다. 

⚫ UserVersion 사용자가 4MCAD 를 사용자 정의할 때 자동으로 증가합니다. 기본 Icad.cui 

파일에서 이 값은 항상 0 과 같아야 하며 수동으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 MinorVersion 버전이 지정된 객체(PopMenu, Toolbar, MenuMacro->Macro, ...)를 

변경하거나 생성할 때마다 증가해야 합니다. 

⚫ MajorVersion 은 다음과 같이 증가해야 합니다. 

⚫ Icad.cui 파일 스키마 변경(예: 섹션 추가/삭제 또는 새로운 유형의 객체추가). 

⚫ 버전이 지정된 객체 삭제. 

⚫ 기존 버전 객체의 UID 속성 변경 또는 Workspace 객체의 경우 Name 속성 변경. 

MajorVersion 이 증가하면 사용자의 .cui 파일이 업데이트된 .cui 파일로 바뀝니다. 

.cui 파일에는 Workspace, MenuMacro->Macro, Pop-Menu, Toolbar, AppButton, 

QuickAccessToolbar, RibbonPanelSource 및 RibbonTabSource 와 같은 버전이 지정된 객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버전이 지정된 각 객체에는 노드도 있습니다. 

<ModifiedRev MinorVersion="2"/> 

버전이 있는 객체를 수정하거나 생성한 후에는 FileVersion->MinorVersion 을 증분한 다음 수정된 

객체의 ModifiedRev->MinorVersion 에 결과를 할당해야 합니다. 

.cui 파일 형식 이해 

.cui 파일에는 4MCAD 기본 창의 다음 영역에 대한 설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리본 

⚫ 작업 공간 

⚫ 메뉴 

⚫ 도구 모음 

⚫ 키보드 가속기 

⚫ 명령 별칭 

수동으로 사용자 정의 도구 모음 파일 만들기 

4MCAD 를 사용하여 도구 모음을 공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UI 사용자 정의 명령을 사용하여 새 .cui 

파일을 생성하고 해당 파일을 다른 4MCAD 사용자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장의 

759 페이지의 "새 .cui 파일 생성 및 설정 복사"를 참조하십시오. 

도구 모음을 만들거나 수정하여 공유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을 수동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mnu 파일을 수동으로 

공유할 수 있는 도구 모음을 수동으로 생성하려면 

1. ASCII 또는 유니코드 텍스트 편집기를 엽니다. 

2. 다음 도구 모음 구문을 사용하여 도구 모음 정의를 입력합니다. 

***MENUGROUP=그룹 이름 

***도구 모음 

**도구 모음_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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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toolbar_name [_Toolbar("toolbar_name", 방향, 표시, xval, yval, 행)] 

ID_button_name [_Button("button_name", id_small, id_large)] 명령 

***도움말 

ID_button_name [help_string] 

도구 모음 구문 및 설명 

객체사용자 정의 
4MCAD 는 공통 형식, 치수 및 레이어를 넘어 객체를 사용자 정의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추가 사용자 

정의에는 사용자 정의 오디오 메모 사용 및 사용자 정의 모양 파일 사용이 포함됩니다. 

오디오 메모 작업 
4MCAD 에서 오디오 노트를 녹음하고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노트는 객체에 첨부되어 언제든지 

재생할 수 있는 사운드 클립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 평면도의 오디오 메모는 공장의 특정 영역에 대한 

유지 관리 활동을 설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오디오 메모를 재생하여 지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도면에 오디오 메모를 포함하면 별도의 오디오 파일이 아닌 도면 파일에 저장됩니다. 이렇게 하면 도면의 

파일 크기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존 *.wav 파일에서 생성된 오디오 노트도 도면 파일에 저장되며 별도의 

*.wav 파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4MCAD 에서만 오디오 노트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메모 첨부 
오디오 메모는 기존 *.wav 파일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호환되는 모든 마이크를 사용하여 

오디오 메모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컴퓨터에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고 

오디오 메모를 녹음하면 오디오 메모에 소리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메모가 첨부된 객체에 오디오 메모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은 표시 전용이며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객체에 오디오 메모를 녹음하고 첨부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오디오 메모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오디오 메모 도구를 클릭합니다. 

⚫ audiono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녹음을 선택합니다. 

4. 녹음을 클릭하여 오디오 메모를 시작한 다음 마이크에 대고 말합니다. 

5. 중지를 클릭하여 오디오 메모를 종료합니다. 

6. 오디오 메모를 테스트하려면 테스트를 클릭한 다음 오디오 메모 테스트 영역에서 일시 중지 및 

중지를 사용합니다. 

7. 필요한 경우 오디오 메모를 다시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2 단계에서 선택한 객체에 대한 

이전 오디오 메모를 덮어씁니다. 

오디오 메모를 객체에 첨부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선택하고 이전 단계를 사용하여 오디오 메모를 다시 녹음합니다. 

.wav 파일을 사용하여 객체에 오디오 메모를 첨부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오디오 메모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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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뉴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오디오 메모 도구를 클릭합니다. 

⚫ audiono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첨부를 선택합니다. 

4. 원하는 *.wav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를 클릭하세요. 

오디오 노트 선택 

오디오 노트 자체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대신 원하는 오디오 노트에 해당하는 개체를 선택합니다. 

오디오 메모가 첨부된 객체에 오디오 메모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아이콘은 표시 전용이며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디오 메모가 객체에 첨부되었음을 나타내는 오디오 메모 아이콘이 객체에 표시됩니다. 

오디오 메모를 선택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오디오 메모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오디오 메모 도구를 클릭합니다. 

⚫ audiono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원하는 오디오 노트에 첨부된 객체를 선택한 후 Enter 키를 누릅니다. 객체에 표시되는 오디오 메모 

아이콘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3. 오디오 메모 작업을 계속하려면 옵션을 선택합니다. 

시스템 변수를 사용합니다. 

AUDIOICON, AUDIO-ICONCOLOR 및 AUDIOICONSCALE 시스템 변수를 사용하여 오디오 메모 

아이콘의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노트 재생 

오디오 노트를 재생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오디오 메모(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오디오 메모 도구를 클릭합니다. 

⚫ audiono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재생하려는 오디오 노트가 있는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재생을 선택합니다. 

4. 재생 대화 상자에서 다음을 수행합니다. 

⚫ 재생을 클릭하여 재생을 시작합니다. 

⚫ 오디오 메모를 일시적으로 일시 중지하려면 일시 중지를 클릭한 다음 계속을 클릭하여 계속합니다. 

⚫ 재생을 종료하려면 중지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클릭합니다. 

오디오 메모 삭제 
선택한 객체에서 오디오 메모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추가 오디오 메모를 제거하여 도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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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객체에서 오디오 메모를 제거하면 오디오 메모가 영구적으로 제거되며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wav 파일을 사용하여 오디오 노트를 만든 경우 해당 *.wav 파일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오디오 메모를 삭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오디오 메모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관리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오디오 메모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오디오 메모 도구를 클릭합니다. 

⚫ audionote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삭제할 오디오 메모가 있는 객체를 선택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삭제를 선택합니다. 

모양 파일 사용 

모양은 그리기 기호 및 텍스트 글꼴로 사용하기 위해 정의한 객체입니다. 추가할 때 각 모양에 사용할 

배율 및 회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모양 파일을 사용하려면 먼저 모양을 정의하는 컴파일된 모양 파일을 로드합니다. 그런 다음 파일의 

도형을 도면에 삽입합니다. 

모양 파일을 로드하려면 

1. 로드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모양 파일 로드 대화 상자에서 모양 파일을 선택합니다. 

3. 확인을 클릭하여 모양 파일 로드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모양 파일을 사용하려면 

1. 모양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2. 도형 이름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릅니다. 

3. 삽입점을 지정합니다. 

4. 높이를 지정합니다. 

5. 회전 각도를 지정합니다. 스크립트 생성 및 재생 

4MCAD 는 키보드에 입력하는 모든 내용과 도면에서 선택한 모든 점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스크립트 파일(*.scr 확장명 포함)에 저장한 다음 스크립트를 재생하여 반복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연속적으로 반복하거나, 슬라이드 쇼에 스냅샷을 표시하거나, 일괄 인쇄하기 위해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utoCAD 와 함께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하고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립트 이해 
4MCAD 는 메뉴, 스크립트 파일, LISP 루틴을 포함한 대부분의 AutoCAD 사용자화 파일을 지원합니다. 

4MCAD 는 호환되는 선종류, 해치 패턴, 단위 변환 및 명령 별칭을 사용하지만 사용자 고유의 파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선호하는 사용자 정의 제도 환경에서 계속 작업할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텍스트 파일 형식입니다. 스크립트 파일에는 각 작업에 대한 한 줄의 텍스트 또는 기타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명령을 입력하고 Enter 키를 누르면 스크립트 파일의 한 줄에 기록됩니다. 도면에서 

점을 선택하면 해당 점의 좌표가 스크립트 파일의 선에 기록됩니다. 또한 텍스트 편집기(예: Microsoft® 

메모장 또는 Microsoft® WordPad) 또는 파일을 ASCII 형식으로 저장하는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예: 

Microsoft® Word)을 사용하여 4MCAD 외부에서 스크립트 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파일 유형 및 

확장자는 .scr 이어야 합니다. 

스크립트 파일에는 주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미콜론으로 시작하는 모든 줄은 주석으로 간주됩니다. 

프로그램은 스크립트를 재생할 때 이러한 행을 무시합니다. 실행 취소 기능은 스크립트에서 수행한 마지막 

명령을 되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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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CAD 는 추가 기능을 제공하여 스크립트, AutoLISP 및 ADS 를 개선합니다. 스크립트의 경우 

4MCAD 에는 명령줄 항목과 마우스로 선택한 화면을 모두 기록하는 스크립트 레코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녹음 스크립트 
스크립트 레코더를 활성화한 후 스크립트 레코더를 중지할 때까지 모든 키보드 입력과 도면에서 선택한 

포인트가 기록됩니다. 언제든지 스크립트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 

스크립트 레코더는 도구 모음, 메뉴 또는 대화 상자의 사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스크립트를 기록하는 

동안 이러한 요소를 사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스크립트를 기록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스크립트 기록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스크립트 기록(응용 프로그램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작업 기록> 스크립트 기록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스크립트 기록 도구를 클릭합니다. 

⚫ recscrip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생성하려는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3. 저장을 클릭합니다. 

4. 키보드에서 명령을 입력합니다. 

스크립트 레코더는 모든 키보드 입력과 도면에서 선택한 모든 점을 기록하여 모든 것을 스크립트 파일에 

저장합니다. 

녹음을 중지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녹음 중지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기록 중지(응용 프로그램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작업 기록> 기록 중지를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기록 중지 도구를 클릭합니다. 

⚫ stopscrip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스크립트 재생 

스크립트를 재생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 )를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스크립트 실행(응용 프로그램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작업 기록> 스크립트 실행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스크립트 실행 도구를 클릭합니다. 

⚫ 스크립트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스크립트 실행 대화 상자에서 실행할 스크립트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십시오. 

3. 열기를 클릭합니다. 

스크립트 수정 

스크립트에 추가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여 스크립트 기록( )을 선택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스크립트 기록(응용 프로그램에서)을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작업 기록> 스크립트 기록을 선택합니다. 

⚫ 도구 도구 모음에서 스크립트 기록 도구를 클릭합니다. 

⚫ rescript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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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크립트 기록 대화 상자에서 스크립트에 추가 확인란을 선택합니다. 

3. 추가할 기존 스크립트 파일을 선택합니다. 

4. 저장을 클릭합니다. 

5. 기존 스크립트를 바꿀 것인지 묻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예를 클릭합니다. 

6. 절차를 반복하여 추가 명령과 단계를 입력합니다. 

프로그래밍 4MCAD 
4MCAD 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TX, .NET, LISP, SDS, DCL, VBA 및 DIESEL 을 

포함하여 4MCAD 내에서 실행되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사용자 정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4MCAD 에서는 원래 AutoCAD 와 함께 사용하도록 만든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정 없이 완전히 AutoLISP 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4MCAD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처음 다시 컴파일한 후 원래 AutoCAD 와 함께 사용하도록 작성된 많은 ADS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AutoCAD 타사 프로그램이 4MCAD 와 호환됩니다. 

온라인 도움말을 사용하십시오. 

4MCAD 프로그래밍에 대한 정보는 4MCAD 개발자 참조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참조하십시오. 

TX 사용 
TX 인터페이스는 개발자가 사용자 지정 객체 및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TX/IRX 사용자 정의 응용 프로그램을 로드하려면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로드(응용 프로그램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로드를 선택합니다. 

⚫ apploa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TX 또는 IRX 파일을 4MCAD 로 끌어다 놓습니다. 

2. 응용 프로그램 파일 로드 대화 상자에서 파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3. 로드할 TX 또는 IRX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TX/IRX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로드(응용 프로그램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로드를 선택합니다. 

⚫ apploa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응용 프로그램 파일 로드 대화 상자에서 실행할 루틴을 선택한 다음(선택한 루틴만 있는지 확인) 

로드를 클릭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샘플 TX 및 IRX 애플리케이션을 참조하십시오. 

4MCAD 도움말의 개발자 참조에서 사용할 수 있는 TX 및 IRX 에 대한 온라인 설명서를 

읽으십시오. 

.NET 애플리케이션 사용 

4MCAD 는 두 가지 방법으로 .NET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합니다. 

⚫ .NET Classic — AutoCAD 에서 사용하는 .NET 인터페이스와 더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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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 기반 .NET — 4MCAD 에서 지원하는 초기 .NET 인터페이스. 

.NET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준비하려면 

1 .NET 애플리케이션에서 4MCAD 에 정의된 IICadPlugin 인터페이스를 다음과 같이 상속합니다. 

공개 인터페이스 IIcadPlugin {void PluginLoaded(객체 발신자, EventArgs e); void PluginUnLoading(객체 

발신자, EventArgs e);} 

PluginLoaded()가 플러그인 로드 시 호출되는 경우 sender 인수는 작업을 위한 COM Interop 모델 클래스 

4MCAD.Application(클래스 멤버로 저장)이며 PluginUnLoading 은 플러그인이 언로드되기 직전에 

호출됩니다. . 

.NET Classic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로드하려면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클래식 .NET 응용 프로그램 로드를 선택합니다. 

⚫ netloa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어셈블리 열기 대화 상자에서 로드할 .NET .dll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4MCAD 가 시작될 때 .NET Classic 사용자 지정 응용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로드하려면 

1. 파일의 각 줄에 .NET 플러그인 파일에 대한 경로가 포함된 ICAD.NET 이라는 ASCII 파일을 

생성합니다. 

2. ICAD.EXE 와 동일한 폴더에 ICAD.NET 을 배치합니다. 

3. 4MCAD 를 실행하세요. 

LISP 루틴 사용 

4MCAD 는 LISP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하며 AutoCAD 의 LISP 언어 구현인 AutoLISP 와 호환됩니다. 

즉, AutoCAD 와 함께 사용하도록 작성된 AutoLISP 프로그램을 로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LISP 루틴을 로드하려면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로드(응용 프로그램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로드를 선택합니다. 

⚫ apploa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 LISP 파일을 4MCAD 로 끌어다 놓습니다. 

2. 응용 프로그램 파일 로드 대화 상자에서 파일 추가를 클릭합니다. 

3. 로드할 LISP 파일을 선택한 다음 열기를 클릭합니다. 

4. 확인을 클릭합니다. 

명령 모음에서 LISP 루틴을 로드합니다. 

명령 모음에 (로드 "d:/path/routine.lsp") 괄호와 따옴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여기서 d:/path 는 

컴퓨터에서 LISP 루틴이 있는 드라이브 및 경로입니다. , 그리고 routine.lsp 는 LISP 루틴 파일 

이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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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P 루틴을 실행하려면 

고급 경험 수준 

1.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합니다. 

⚫ 리본에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로드(응용 프로그램에서)를 선택합니다. 

⚫ 메뉴에서 도구> 응용 프로그램 로드를 선택합니다. 

⚫ appload 를 입력한 다음 Enter 키를 누릅니다. 

2. 응용 프로그램 파일 로드 대화 상자에서 실행할 루틴을 선택한 다음(선택한 루틴만 있는지 확인) 

로드를 클릭합니다. 일부 LISP 루틴은 단순히 루틴 이름을 입력하거나 명령 모음에 직접 키워드를 

입력하여 실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생성됩니다. 응용 프로그램 파일 로드 대화 상자 내에서 LISP 

루틴을 실행하려고 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보기> 표시> 명령 모음 또는 보기> 표시> 

프롬프트를 선택하여 명령 모음 또는 프롬프트 기록 창의 표시를 켭니다. 기록 창에서 다음과 

유사한 항목을 찾습니다. 

D:\path\routine.lsp C:KEYWORD 로드 중 

여기서 D:\path\routine.lsp 는 LISP 루틴의 전체 드라이브, 경로 및 파일 이름입니다. 명령 모음이나 

프롬프트 기록 창에서 여러 줄을 뒤로 스크롤하여 LISP 루틴이 로드된 위치를 나타내는 줄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C 드라이브 지정 뒤에 나타나는 루틴 이름이나 키워드를 입력하여 LISP 루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rawbox.lsp 라는 LISP 루틴을 로드하고 명령 모음이나 프롬프트 기록 창에 

C:DRAWBOX 라는 이름이 표시되면 명령 모음에 drawbox 를 입력하여 LISP 루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SDS 애플리케이션 사용 

C 또는 C++로 AutoCAD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Autodesk®는 ADS(AutoCAD Development 

System)를 사용합니다. AutoCAD 고유의 기능 및 도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입니다. 

4MCAD 에 상응하는 것을 SDS™, 즉 Solutions Development System™이라고 합니다. SDS 는 

AutoCAD 의 ADS 인터페이스와 호환되는 C/C++ 언어 인터페이스입니다. 스크립트 및 AutoLISP 와 

마찬가지로 4MCAD 에서 기존 ADS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4MCAD CD-ROM 에 

제공된 SDS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소스 코드를 다시 컴파일하거나 타사 공급업체에서 작성한 

AutoCAD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급업체에 4MCAD 버전을 문의하십시오. 

4MCAD 는 ADS 기능 이름을 해당 SDS 로 재정의하는 Sds.H 파일을 제공합니다. SDS 는 ADS 에서 대화 

상자의 모양을 정의하는 데 사용하는 AutoCAD DCL(대화 상자 제어 언어)을 지원합니다. SDS 내에서 

수정되지 않은 모든 DCL 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DS 호환성 이해 

ADS 와 SDS 의 주요 차이점은 모든 SDS 기능에는 sds_ 접두사가 있고 ADS 기능에는 ads_, acad_ 및 

acrx_와 같은 다양한 접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dlg_ 접두사가 있는 대화 관련 SDS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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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CAD 는 접두사 중 하나를 허용합니다. 다른 차이점에는 다음 표에 나열된 추가 SDS 기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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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2D x 및 y 좌표로 정의된 2 차원 위치. 

3D x, y 및 z 좌표로 정의된 3 차원 위치. 

3D 솔리드 3 차원 ACIS 객체. 

절대 좌표 현재 사용자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정의된 좌표입니다. 좌표계, 좌표, 원점, 상대 좌표, 사용자 

좌표계 및 세계 좌표계도 참조하십시오. 

ActiveX 소스 문서의 복사본이 포함되거나 소스 문서에 대한 포인터가 대상 문서에 링크되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포함 및 링크도 참조하십시오. 

예각 90 도 미만의 각. 

alias 4MCAD 명령의 약어 또는 대체 단어. 

정렬 치수 객체에 평행하게 정렬되거나 임의의 각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치수. 

angle 각도 또는 라디안으로 측정된 두 개의 비평행 선형 객체 사이의 방향 차이. 

각도 치수 두 선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거나 호에 해당하는 치수. 

각도 단위 각도 측정 단위입니다. 각도 단위는 십진수 도, 도/분/초, 그라드 및 라디안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주석 도면에 추가된 모든 문자, 치수, 공차 또는 메모. 

ANSI 는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의 약어입니다. 문자와 관련하여 컴퓨터 지원 제도에 

사용되는 ANSI 에서 정의한 표준 문자 집합입니다. 

arc 원이나 타원의 한 부분. 

면적 평면 영역 또는 객체 내 계산된 공간의 측정. 

array 원형 또는 직사각형 패턴에서 선택한 객체의 여러 복사본. 

ASCII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의 약어로서 인쇄 가능한 영숫자 문자, 구두점 

및 기호에 숫자를 할당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속성 특정 문자 또는 숫자 정보를 포함하는 블록의 구성요소. 속성에 포함된 정보를 도면에서 외부 

데이터베이스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속성 정의 이름, 정보 프롬프트, 표시 특성 및 기본 문자로 구성된 객체로, 블록에 통합되면 블록이 도면에 

삽입될 때 속성이 생성됩니다. 

속성 이름 블록 내에서 속성을 식별하는 문자입니다. 

속성 문자 블록 내 속성 정보를 포함하는 문자. 

B-스플라인 곡선 스플라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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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 참조 또는 삽입점 역할을 하는 객체의 점. 상대 거리를 지정할 때 참조점입니다. 

기준선 문자 문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선입니다. 개별 문자의 디센더는 기준선 아래로 떨어집니다. 

기준선 치수 동일한 기준선 원점에서 측정된 여러 평행 치수입니다. 

바인드 외부 참조 도면을 표준 블록 정의로 변환합니다. 

blips 점을 선택할 때 도면에 표시되는 임시 화면 마커. 마커 블립이라고도 합니다. 

블록 하나 이상의 객체를 그룹화하여 단일 객체를 만듭니다. 또한 보십시오 

중첩 블록. 

블록 정의 블록을 작성할 때 함께 그룹화된 이름, 기준점 및 도면요소. 

경계 폴리라인 닫힌 단일 요소 또는 교차하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경계가 지정된 선택된 영역. 

BYBLOCK 도면요소가 이를 포함하는 블록의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또는 인쇄 스타일을 상속하는 특성입니다. 

BYLAYER 객체가 연관된 도면층의 색상, 선종류, 선가중치 또는 인쇄 스타일을 상속하는 속성입니다. 

 

CAD(Computer-Aided Design)의 약어. 

직교 좌표 3 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정의하기 위해 세 개의 수직 축(x, y 및 z)을 사용하여 정의된 좌표입니다. 

원통형 좌표, 극좌표 및 구면 좌표도 참조하십시오. 

중심선 원 또는 호의 중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선으로, 일반적으로 중심 표시와 원 또는 호의 지름을 약간 

넘어 연장되는 선으로 구성됩니다. 

중심 표시 원이나 호의 중심을 표시하는 십자 표시. 

모따기 두 선 사이의 경사진 모서리. 

현(chord) 원이나 호의 두 점을 연결하는 선. 

원주 원주위의 거리 측정. 닫힘 객체의 시작점과 끝점이 동일한 조건입니다. 

색상 종속 인쇄 스타일 테이블 지정된 색상에 따라 객체가 인쇄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인쇄 스타일 모음입니다. 

인쇄 스타일 표를 참조하십시오.  

명령 모음 4MCAD 명령을 입력하고 프롬프트 및 기타 프로그램 메시지를 볼 수 있는 도킹 가능한 창입니다. 

원뿔 꼭짓점이 원형 모양의 위 또는 아래에 있고 꼭짓점과 원형 모양 사이에 표면이 적용된 3 차원 개체입니다. 

연속적 연결됨, 손상되지 않음 또는 중단되지 않음. 동일한 끝점을 공유하는 객체입니다. 

연속 치수 기존 치수의 이전 치수보조선에서 측정한 치수로 두 개 이상의 치수가 끝에서 끝까지 배치됩니다. 

제어점 스플라인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점. 

Coons 패치 3 개 또는 4 개의 경계 곡선 사이에 보간된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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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 필터 다른 점에서 개별 x, y 및 z 좌표 값을 추출하여 새 합성 점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좌표계 원점(0,0,0)과 원점에서 교차하는 축 세트를 기준으로 도면 공간을 나타내는 점 시스템입니다. 

2 차원에서 x 축과 y 축은 각각 수평 및 수직 방향을 나타냅니다. 3 차원에서 z 축은 2 차원 xy 평면 위와 아래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도면에서의 위치는 2 차원 및 3 차원 직교좌표, 2 차원 극좌표, 3 차원 극좌표(원통), 3 차원 

구면좌표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극좌표, 상대좌표, 구좌표, 사용자좌표계, 세계좌표계도 참조하십시오. 

좌표 2 차원 또는 3 차원 공간에서 위치를 결정하는 값 집합입니다. 절대 좌표, 직교 좌표, 극좌표, 상대 좌표 및 

구 좌표도 참조하십시오. 같은 평면 내에 누워 있습니다. 

십자형 커서 위치에서 교차하는 두 개 또는 세 개의 선으로 구성된 커서. 

crosshatch 일정한 간격의 수직선 패턴으로 영역을 채우는 것. 해치도 참조하십시오. 

교차 원 원형 선택 창 안에 포함되거나 경계를 가로지르는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 방법입니다. 

교차 폴리곤 폴리곤 선택 창에 포함되거나 경계를 가로지르는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 방법입니다. 

교차 창 직사각형 선택 창 안에 포함되거나 경계를 가로지르는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 방법입니다. 

정육면체 길이, 너비, 높이가 같은 상자 모양의 3 차원 기하학적 모양입니다. 

원통 좌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xy 평면에서의 각도 및 z 좌표 값을 기준으로 3 차원 공간의 한 점을 설명하는 

좌표입니다. 극좌표 및 구면 좌표도 참조하십시오. 

데이텀 라인 치수기입 세로좌표 치수를 참조하십시오. 

기본값 초기 또는 미리 정의된 설정입니다. 

분리 도면에서 외부 참조를 제거합니다. 외부 참조도 참조하십시오. 

지름 원이나 구를 가로지르는 거리. 

디지타이저 태블릿 전자 패드와 마우스와 유사한 휴대용 포인터가 통합된 하드웨어 입력 장치. 디지타이저 

타블렛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1) 패드에 부착된 종이 표현(오버레이라고 함)에서 도구를 선택하여 화면 

공간을 확보하면서 한 번에 모든 도구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2) 패드에 부착된 종이 도면, 사진 또는 

청사진의 포인트에 해당하는 디지털 포인트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치수 높이 또는 너비와 같은 측정. 제도와 관련하여 측정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선, 화살촉 및 

문자입니다. 

치수 스타일 치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명명된 치수 변수 설정 그룹입니다. 재사용을 위해 여러 치수 스타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차원 문자 측정 값입니다. 치수 문자에는 접두사, 접미사, 공차 및 기타 주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치수 문자 회전 x 축과 치수 문자 기준선 사이의 각도(도)입니다. 

치수 공차 치수의 허용된 변형을 지정하는 값(+ 또는- NS). 

접시 구의 아래쪽 절반. 돔도 참조하십시오. 

변위 점 객체를 이동하거나 복사할 때 기준 또는 참조 점이 재배치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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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 점 사이의 공간 측정. 

도킹 도구 모음 또는 명령 모음을 제자리에 잠금되는 도면 창의 가장자리에 배치합니다. 부동도 참조하십시오. 

돔 구의 상반부. 요리도 참조하십시오.  

도넛 폴리라인으로 생성된 채워진 원 또는 플랫 링. 도면 범위 범위를 참조하십시오. 

도면 한계 한계를 참조하십시오. 

도면 단위 도면에 사용되는 선형 측정 시스템입니다. 사용자는 1 인치, 1 센티미터, 1 피트 또는 1 미터와 같이 

도면 단위가 나타내는 것을 결정합니다. 

Autodesk Design Web Format 의 약어인 DWF 는 웹 브라우저에서 2 차원 또는 3 차원 도면을 보고 무료 

Autodesk® 소프트웨어 및 도구를 사용하여 검토용으로 배포하기 위한 파일 형식입니다. 

.dwg CAD 프로그램에서 DWG 형식의 도면 파일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는 표준 파일 확장자입니다. 

.dwt 새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설정이 포함된 도면인 도면 템플릿을 저장하기 위해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표준 형식입니다. 템플릿도 참조하십시오. 

DXF Drawing Exchange Format 의 약어, 대부분의 CAD 프로그램 간에 파일을 가져오고 내보내기 위한 표준 

ASCII 또는 이진 파일 형식입니다. 

고도 xy 평면에서 측정한 z 값입니다. 양수 값은 xy 평면 위에 있습니다. 음수 값은 xy 평면 아래에 있습니다. 

Embed 소스 문서의 복사본이 대상 문서에 저장되어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입니다. 

ActiveX 및 링크도 참조하십시오. 

EMF Enhanced Metafile 의 약어, 유형 및 확장자가 다음과 같은 파일 형식입니다. .emf. Windows 98 의 기본 

내부 파일 형식입니다. EMF 는 래스터 및 벡터 정보와 24 비트 RGB 색상을 모두 지원합니다. 대부분의 

Windows 기반 프로그램은 이 형식을 지원합니다. 

끝점 선이나 곡선이 끝나는 지점. 

객체 도면의 모든 단일 기본 항목. 객체에는 호, 속성, 블록, 원, 치수, 타원, 타원형 호, 무한 선, 선, 폴리라인, 

광선 및 문자가 포함됩니다. 

객체 데이터 도면 객체에 첨부할 수 있는 문자, 숫자 및 거리와 같은 다양한 추가 정보입니다. 

요소 스냅 선의 끝점과 중간점, 호와 원의 중심점과 접선과 같은 요소의 주요 기하학적 점을 정확하게 찾고 

지정하는 기술입니다. 

객체 스냅 오버라이드 단일 입력에 대한 객체 스냅 모드를 비활성화하거나 변경합니다. 

객체 스냅 및 실행 중인 객체 스냅도 참조하십시오. 

Esnap 객체 스냅을 참조하십시오. 

복잡한 객체의 기본 객체로의 변환을 분해합니다. 

치수보조선 치수선을 도면요소에서 멀리 배치할 수 있도록 치수가 기입된 도면요소에서 연장되는 선입니다. 

투영선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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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도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직사각형입니다. 무한 선과 광선은 도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한 사항도 참조하십시오. 

외부 참조 다른 도면에 연결된 도면. 

돌출 직선 경로를 따라 2 차원 개체를 늘이기(돌출)하여 2 차원 개체를 3 차원 개체로 변환하는 프로세스입니다. 

2 차원 객체의 두께를 변경하면 z 축을 따라 효과적으로 돌출됩니다. 표로 작성된 표면도 참조하십시오. 

면 3 개 또는 4 개의 점으로 정의되는 평면 표면. 

울타리 다중 세그먼트 라인을 가로지르는 개체를 선택하는 개체 선택 방법. 

필렛 한 선의 끝을 다른 선으로 매끄럽게 연결하는 호. 

float 도구 모음이나 명령 모음을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리기 창의 가장자리에서 멀리 배치합니다. 

도크도 참조하십시오. 

잠금 도면을 재생성할 때 지정된 도면층의 표시를 억제하고 도면요소를 무시하여 도면 표시를 가속화합니다. 

잠금 헤제도 참조하십시오. 

그리드 객체를 그리고 정렬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면에서 조정 가능한 규칙적인 간격의 점 패턴입니다. 

그리드가 인쇄되지 않습니다. 

그립 객체가 선택될 때 객체의 주요 위치에 표시되는 작은 사각형으로 클릭하고 끌어 객체를 수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halfwidth 넓은 폴리 라인의 중심에서 가장자리까지의 거리입니다. 

해치 선, 크로스 해칭 또는 해치 패턴으로 선택한 영역을 채우는 것. 크로스 해칭도 참조하십시오. 

해치 패턴 선택한 영역을 채우기 위해 강철, 나무 또는 모래와 같은 재료를 나타내는 패턴입니다. 

은선 제거 사용자의 관점에서 다른 개체 또는 표면 뒤에 숨겨진 모든 선이 잘리거나 제거되어 이미지에 실선 

개체의 모양을 부여하는 시각화 기술입니다. 

수평 치수 수평 거리를 측정하는 선형 치수입니다. 

무한선 양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 있는 선. 

삽입점 특정 공간에 객체를 배치하는 점. 도면에 도면요소를 삽입하는 기준점입니다. 

교차점 두 객체가 만나거나 교차하는 점. 

등각투영 도면 등각투영 평면과 정렬된 도면. 

등각투영 평면 내포된 3 차원 직교 객체의 왼쪽, 오른쪽 또는 위쪽을 나타내는 세 평면 중 하나입니다. 스냅 및 

그리드 점은 도면을 구속하기 위해 평면과 정렬됩니다. 

도면층 수동 제도에 사용되는 오버레이에 해당하는 컴퓨터입니다. 도면 구성요소를 집의 배관, 프레임 및 전기 

시스템과 같은 관련 세트로 구성할 수 있는 도구로, 각각은 자체 도면층에 그려집니다. 

레이아웃 종이와 유사하게 인쇄될 때 도면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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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뷰포트 도면의 모형 공간 객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표시하는 배치 탭(도면 공간)의 창. 도면 공간 및 모형 

공간도 참고하십시오. 

지시선 도면의 피쳐에서 주석으로 이어지는 선. 

제한은 도면의 왼쪽 하단 및 오른쪽 상단 모서리 좌표로 정의되는 도면의 사용자 정의 경계입니다. 범위도 

참조하십시오. 

제한 공차 측정된 치수가 허용되는 가장 큰 치수와 가장 작은 치수로 대체되고 상한이 하한 위에 표시되는 치수 

문자입니다. 허용오차 및 변동 허용오차도 참조하십시오. 

linetype 실선(연속) 또는 대시, 점 및 공백 패턴으로 정의되는 선의 모양입니다. 

lineweight 밀리미터 또는 인치로 정의되는 선의 너비입니다. 

링크 대상 문서가 원본 소스 문서에 대한 포인터를 유지함으로써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기술입니다. 소스 문서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소스에 대한 링크가 포함된 모든 대상 문서에 반영됩니다. 

ActiveX 및 포함도 참조하십시오. 

LISP List Processing Language 의 약어로서 1950 년대 후반 John McCarthy 가 인공 지능에 사용하기 위해 

발명한 컴퓨터 언어입니다. 컴파일이 아니라 해석되고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4MCAD 의 명령 및 

기능 집합을 확장하는 루틴을 작성하는 데 편리한 언어입니다. 잠금 도면 도면층에 대한 무단 액세스를 

방지합니다. 

M 방향 폴리곤 메쉬에서 첫 번째 행에서 두 번째 행까지의 방향입니다. N 방향도 참조하십시오. 매크로 메뉴 및 

도구 모음에서 여러 명령이 하나로 그룹화됩니다. 또한 Visual Basic for Applications 코드입니다. 

장축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타원을 가로지르는 가장 긴 거리입니다. 보조 축도 참조하십시오. 

마커 블립 점을 선택할 때 도면에 표시되는 임시 화면 마커. 블립이라고도 합니다. 

MDI 다중 문서 인터페이스의 약어입니다. 다중 문서 인터페이스를 참조하십시오. 

메쉬 곡선 표면에 가까운 연결된 다각형 면의 집합입니다. 

보조 축 한 쪽에서 다른 쪽까지 타원을 가로지르는 최단 거리. 장축도 참조하십시오. 

미러 선이나 평면에 대해 대칭적으로 요소를 반사하여 선택한 요소의 역 이미지 복사본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형 공간 도면요소를 작성하는 기본 도면 영역. 도면 공간도 참고하십시오. 

다중 문서 인터페이스 서로 다른 도면을 동시에 보고 작업할 수 있는 기능. 

N 방향 폴리곤 메쉬에서 첫 번째 열에서 두 번째 열까지의 방향입니다. M 방향도 참조하십시오. 

명명된 인쇄 스타일 테이블 생성하고 객체 및 도면층에 할당한 인쇄 스타일에 따라 객체가 인쇄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인쇄 스타일 모음입니다. 인쇄 스타일 표를 참조하십시오. 

명명된 보기 이름을 지정하여 나중에 불러올 수 있는 저장된 보기입니다. 

중첩 블록 다른 블록 정의의 일부로 포함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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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연관 해치 도면요소와 연관되거나 연결되지 않은 해치. 

OLE 개체 연결 및 포함의 약어입니다. ActiveX 를 참조하십시오. 

세로좌표 치수 설정된 참조 기준점 또는 데이텀으로부터 수평(x-좌표) 또는 수직(y-좌표) 거리 측정. 

원점 좌표계 축의 교차점. 데카르트 좌표계에서 원점은 x, y, z 축이 교차하는 지점(0,0,0 좌표)입니다. 

orthogonal 교차점에 수직 경사 또는 접선이 있습니다. 

직교 모드(ortho) 객체 생성이 현재 스냅 각도를 기준으로 수평 및 수직 축과 평행하도록 제한되는 그리기 

모드입니다. 

orthographic projection(직교 투영) 3 차원 항목을 다양한 방향(가장 일반적으로 전면, 상단 및 측면 보기)에서 

표시하여 2 차원으로 설명하는 제도 기술입니다. 

외부 원 원형 선택 창 밖에 완전히 떨어지는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 방법. 

외부 폴리곤 폴리곤 선택 창 밖에 완전히 떨어지는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 방법. 

외부 창 직사각형 선택 창 밖에 완전히 떨어지는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 방법. 

팬 배율을 변경하지 않고 표시된 도면 보기를 이동합니다.확대/축소도 참조하십시오. 

도면 공간 종이와 유사한 2 차원 작업 영역으로 모형의 다양한 뷰를 배치 뷰포트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모형 

공간도 참고하십시오. 

평행 서로 교차하지 않는 두 개 이상의 동일 평면상의 선. 

평행 치수 기준선 치수를 참조하십시오. 

PDF PDF 는 Portable Document Format 의 약자입니다. PDF 파일은 사용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료 

소프트웨어인 Adobe® Acrobat Reader 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Adobe® Acrobat 을 사용하여 보고, 

검토하고,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perimeter 개체의 경계 주변의 거리. 

평면(planar) 범위가 완전히 평면 내에 위치하는 객체. 

평면 2 차원 표면. 

평면도 현재 UCS 의 xy 평면에 수직인 z 축을 아래에서 내려다본 위에서 본 도면. 

point x, y, z 좌표로 지정된 공간상의 위치. 단일 x,y,z 좌표 위치로 구성되고 여러 기호 중 하나로 표시되는 

도면 요소입니다. 

포인트 필터 좌표 필터를 참조하십시오. 

극 배열 원형 패턴에서 선택한 객체의 다중 사본. 

극좌표 원점에서 점까지의 거리와 평면에서의 각도를 기준으로 2 차원 평면에서 2 차원 점을 설명하는 

좌표입니다. 직교 좌표, 좌표, 원통 좌표, 상대 좌표 및 구 좌표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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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각형 세 개 이상의 면이 있는 닫힌 단일 개체입니다. 

폴리라인 단일 객체로 취급되는 하나 이상의 연결된 선 또는 호 세그먼트로 구성된 도면 객체. 

인쇄 스타일 인쇄할 때 도면의 모양을 결정하는 색상, 펜 너비, 선종류 및 선 두께를 포함한 설정 모음입니다. 

인쇄 스타일 표를 참조하십시오. 

인쇄 스타일 테이블 모형 탭이나 배치 탭에 지정할 수 있는 인쇄 스타일 모음입니다. 인쇄 스타일 테이블은 실제 

객체를 수정하지 않고 인쇄할 때 도면의 모양을 변경합니다. 인쇄 스타일을 참조하십시오. 

profile 선호하는 도면 환경 설정이 포함된 파일입니다. 

투영선 연장선을 참조하십시오. 

프롬프트 상자 명령이나 도구가 여러 선택 사항을 제공할 때 표시되는 옵션 목록입니다. 

프롬프트 기록 창 4MCAD 의 현재 세션을 시작한 이후에 발행된 가장 최근 명령 및 프롬프트 기록을 포함하는 

창입니다. 

 

사분면 원, 호 또는 타원 개체의 1/4 입니다. 객체 스냅의 컨문자에서 각 사분면에서 원, 호 또는 타원의 점에 

스냅하는 옵션입니다. 

 

반지름 치수 원 또는 호의 반지름을 측정하는 치수. 

라디안 각도 측정 단위. 360 도는 6.283185 또는 2pi 라디안과 같습니다. 

반지름 원이나 구의 중심에서 주변까지의 거리. 

ray 지정된 지점에서 시작하여 무한히 이어지는 선. 

광선 추적 가상 광원의 광선이 모델의 표면에서 굴절될 때 추적되어 그림자가 떨어지는 위치와 금속 및 유리와 

같은 반짝이는 재료의 반사가 나타나는 방식을 결정하는 시각화 기술입니다. 

직사각형 마주보는 면의 길이가 같은 4 면의 닫힌 개체입니다. 

직사각형 배열 지정된 수의 열과 행으로 구성된 직사각형 패턴에서 선택한 객체의 여러 복사본. 

redo 이전 실행 취소 명령의 효과를 되돌립니다. 실행 취소도 참조하십시오. 

다시 그리기 그리기 화면 표시를 빠르게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고칩니다. 재생성도 참조하십시오. 

재생성 데이터베이스에서 도면을 다시 계산하여 도면 화면 표시를 업데이트하거나 새로 고치는 것입니다. 다시 

그리기도 참조하십시오. 

영역 닫힌 2 차원 표면의 평면 경계입니다. 

상대 좌표 이전 좌표를 기준으로 표현된 좌표입니다. 

절대 좌표도 참조하십시오. 

렌더링 모델의 모든 표면이 화면을 마주할 때 뒤에 있는 가상의 광원에서 조명을 받은 것처럼 음영 처리되는 

시각화 기술입니다. 렌더링 된 이미지는 깊이, 그림자, 반사 및 질감이 있는 사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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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ve 축을 중심으로 2 차원 프로파일을 회전하여 3 차원 표면 객체를 생성합니다. 

오른손 법칙 직교 좌표계의 양의 x, y, z 축의 상대 방향과 축에 대한 양의 회전 방향을 기억하기 위한 시각적 

보조 장치입니다. 

회전 개체를 수정하지 않고 같은 거리에 위치를 변경하여 개체의 방향을 변경하지만 점이나 축에 대해 새 

각도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회전 각도 개체를 점이나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때 개체가 원래 위치에서 변위 되는 각도입니다. 

고무줄 선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에서 동적으로 늘어나는 고스트 이미지 선입니다. 선은 잠금점과 커서 

위치 사이를 확장하여 동적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괘선 표면 두 요소 사이의 매끄러운 표면에 가까운 3 차원 다각형 메쉬. 

객체 스냅 실행 다음 선택을 위해 계속되도록 객체 스냅을 설정합니다. 요소 스냅 및 요소 스냅 재정의도 

참조하십시오. 

scale 객체의 크기를 조정합니다. 개체의 비율에 따라 그리다. 

스크립트 ASCII 스크립트 파일에 저장되고 스크립트를 실행하여 순서대로 재생되는 명령 세트입니다. 

SDS 솔루션 개발 시스템의 약어, 4MCAD 내에서 실행할 특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C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세그먼트 두 점으로 둘러싸인 개체의 모든 부분. 

선택 세트 단일 단위로 작동할 수 있는 선택된 하나 이상의 도면 요소. 

shade 쉽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평면 요소를 단색으로 채웁니다. 

스냅 각도 스냅 그리드가 회전하는 각도입니다. 

스냅 그리드 스냅이 활성화된 경우 객체 생성을 지정된 정렬 및 스냅 증분으로 잠그는 보이지 않는 

그리드입니다. 

스냅 해상도 스냅 그리드의 점 사이의 간격. 

스냅샷 현재 도면의 래스터 표현. 

구면 좌표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xy 평면에서의 각도, xy 평면에서 위쪽 각도를 기준으로 3 차원 공간의 한 점을 

설명하는 좌표입니다. 직교 좌표, 좌표, 원통형 좌표 및 극좌표도 참조하십시오. 

스플라인 세 개 이상의 제어점의 경로를 따라 생성된 곡선. 곡선은 시작점과 끝점을 통과하지만 반드시 중간 

제어점을 통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태 표시줄 선택한 명령 또는 도구에 대한 정보와 커서 좌표, 현재 도면층 이름, 모드 설정 및 기타 도면 설정 

정보를 표시하는 4MCAD 창 하단의 표시줄. 

표면 모델 양쪽 가장자리와 그 가장자리 사이의 표면으로 구성된 3 차원 모델. 와이어 프레임 모델도 

참조하십시오. 

회전 표면 축을 중심으로 2 차원 프로파일을 회전하여 생성된 표면을 근시화하는 3 차원 다각형 메쉬. 

SVG Scalable Vector Graphic 의 약자로 웹 개발 언어를 포함하여 대화형 그래픽 작업을 위한 파일 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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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변수 운영 환경 및 명령 정보(예: 도면 한계 또는 전역 선 종류 축척 비율)를 저장하는 설정 또는 

값입니다. 

표로 만든 표면 벡터를 따라 곡선을 돌출시켜 생성된 표면과 유사한 3 차원 다각형 메쉬. 돌출도 참조하십시오. 

접선 곡선의 한 점을 지나는 선. 

템플릿 새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설정된 도면층, 선종류 및 기타 설정(및 

도면요소)이 있는 도면. 템플릿은 dwt 파일 확장명 

문자 스타일 문자의 모양을 결정하는 명명되고 저장된 형식 설정 모음입니다. 

thaw 잠금된 도면층을 다시 표시합니다. 잠금도 참조하십시오. 

두께 z 축을 따라 측정된 객체의 깊이입니다. 도면요소가 표고 위 또는 아래로 돌출된 거리입니다. 고도 및 

돌출도 참조하십시오. 

통과점 평행 개체를 생성할 때 새 개체가 통과하는 지점입니다. 

공차 제조된 구성요소의 실제 치수가 지정된 치수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치수 문자입니다. 한계 

허용 오차 및 변동 허용 오차도 참조하십시오. 

공차 명령 기계적 기하학적 치수 및 공차에 사용되는 형상 제어 프레임을 생성하는 명령입니다. 

도구 모음 화면의 어느 곳에서나 이동하고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팔레트에 배열된 도구 모음입니다. 

torus 도넛 모양의 3 차원 개체입니다. 

투명 명령 다른 명령이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 시작된 명령입니다. 명령 앞에 아포스트로피를 추가하여 

투명하게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루 컬러 24 비트 색상을 사용하여 정의된 색상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1600 만 가지 이상의 트루 컬러가 

있습니다. 

UCS 사용자 좌표계의 약어. 사용자 좌표계를 참조하십시오. 

UCS 아이콘 좌표축의 방향, 좌표계 원점의 위치 및 xy 평면을 기준으로 한 보기 방향을 표시하는 사용자 좌표계 

아이콘입니다. 

실행 취소 이전 명령의 효과를 되돌립니다. 다시 실행도 참조하십시오. 

단위 도면 단위를 참조하십시오. 

잠금 해제 다른 사용자가 보거나 편집할 수 없도록 잠겨 있는 도면의 도면층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좌표계 사용자가 정의한 원점과 방향이 있는 데카르트 좌표계. 표준 좌표계도 참조하십시오. 

편차 허용오차 제조된 구성요소의 실제 치수가 지정된 치수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지정된 

치수에 더하기/빼기 값이 추가되는 치수 문자입니다. 한계 허용 오차 및 허용 오차도 참조하십시오. 

VBA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VBA 약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포함된 

매크로 프로그래밍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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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 크기와 방향을 사용하여 변위를 설명하는 수단. 예를 들어, 초기 점을 지정하여 선 객체를 생성하거나 

객체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방향과 거리. 

꼭짓점 각 변의 교차점. 폴리라인에 있는 선 또는 호 세그먼트의 시작점 또는 끝점. 

수직 치수 수직 거리를 측정하는 선형 치수. 

뷰 3 차원 공간의 특정 관점에서 본 도면 또는 도면의 일부를 나타냅니다. 

관점(viewpoint) 자신의 제도를 보기 위한 3 차원 공간의 위치. 

뷰포트 모형 탭의 모형 공간에 있는 동안 도면 모형 공간 객체의 전체 또는 일부를 표시하는 창입니다. 모형 

공간 및 도면 공간도 참고하십시오. 

뷰포트 구성 저장 및 복원할 수 있는 명명된 창 배열입니다. 

 

WCS World Coordinate System 의 약어입니다. 표준 좌표계를 참조하십시오. 

쐐기 한 모서리에서 반대쪽 모서리까지 한 면을 따라 분할된 상자와 유사한 3 차원 개체입니다. 예를 들어, 

도어스톱이나 경사로. 창 원 원형 선택 창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 방법입니다. 

창 내부 직사각형 선택 창 안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 방법입니다. 

윈도우 폴리곤 폴리곤 선택 윈도우 내에 완전히 포함된 객체를 선택하는 객체 선택 방법. 

와이프아웃 현재 배경색으로 표시되는 객체로 뒤에 있는 세부 정보가 표시되거나 인쇄되지 않습니다. 

와이어 프레임 모델 3 차원 개체의 가장자리를 정의하는 선과 곡선으로 구성된 3 차원 모델. 표면 모델도 

참조하십시오. 

WMF Windows 메타파일용 약어, 객체를 렌더링하기 위한 벡터 및 색상 정보를 포함하는 형식입니다. 

World Coordinate System 다른 좌표계를 정의하기 위한 기반으로 사용되는 잠금 데카르트 좌표계입니다.  

 
 


